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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가 개발 즈。인 KALIMER(소륨냉각， 금속핵연료 사용 고속로)를 원자로로，

PWR(CANDU 포함)/KALIMER 연계 폐쇄핵연료주기로 구성되는 INS 개념을 대상으로

2030년경에 KALIMER플 도입하는 원자로/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연구룰 수행한 결과，

KALIMER의 도업을 통하여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량을 대폭적￡로

감소시키고，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마이나 액티나이드의 양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냐리오 연구 수행 결과를 기초로 INPRa 평가방법론과 사용안내서를 사용하여 67H
분야별로 INS 예비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평가방법론의 개선·보안점도

도출하였다.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절한 가정과 자료 제공 시 국내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KALIMER 원자로 설계 개념 및 핵연료주기시설은 모두 INPRa 평가방법론에서 제시된

안전원칙을 모두 만족하였다.

국내 방사성 폐기물 관리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원전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정보 수립이

필요하며， 국내 평가시 TRU폐기물의 고/저준위 폐기물 분류방법 개발이 요구된다..
환경성 평가에서는 원자력 개발도상국들이 참조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 A 구축， best
practice 예， 사용자 교육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핵비확산성(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에서는 INS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방법， 평가 및

평가 결파의 종합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INS 개발을 위한 국내 인프라의 적절한 구축을

위해서는 고속로와 관련 핵연료주기 관련 규제기관의 기능의 추가적 정립이 필요하며，

INS 개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원자력 개발정책 수립이 펼수적이다.

전반적으로 INPRa 평가방법론은 분야별 평가항목의 깊이 및 양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평가자의 다양한 기술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적용방법 및 지침， 평가도구의 사용 예에

관한 l?_강이 펼요하다. 또한， 일부 평가항목의 정량화， 평가항목의 종합 및 가중인자

사용법，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술 작성 등， INS 평기 갤과의 종합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색언어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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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RO Phase lB(2nd part) 공동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o INFRO 국제공동연구 계획에 의한 고속로 시스템 예비평가

- INFRO 평가방법론을 사용한 INS 예비평가

-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O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수행 중인 미래형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국제

프로젝트 INFRO의 제 1 단계는 차세대 혁신원자력시스템 (INS)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망볍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개의 세부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O 제 1 세부단계 (Phase lA)와 제2 세부단겨 [Phase lB (first part)]에서는 INS

평가를 위한 방법론과 정량적 평가를 위해 일련의 평가 기준 및 요건 등을

개발하여 여러 national case study 및 individual study를 통하여 이 방법론과

평가기준 등을 시험·검증하고 보완하였다.

O 현재 제2 세부단계[Phase lB(second p따t)]에서는 INS평가 공동연구OS on

CNFC-FR)를 통하여 참가 회원국들이 현재까지 개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국

또는 국제 공동의 INS 개념을 평가 중에 있다.

O 이 공동연구에서는 고속로와 관련 폐쇄핵연료주기로 구성된 INS를 대상으로

21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국가， 지역 및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INS의 역할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 원자력

기술의 개발을 위한 R&D를 도출하여 이를 궁극적으로 제2 단계의 주요 수행

목적인 국제 공동 R&D로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개발되어온 방법론과

평가기준체계를 적용한 INS 평가를 통하여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O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기술 분야에의 기술자문 및 case study 수행 등을 통하여

INFRO 방법론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금번 공동연구에의 참여를

통하여 R‘WRO 방법론 확립 및 개선에 계속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O 또한， 공동연구에의 참여를 통하여 국내에서 중점적￡로 추진해 온 안전성

평가는 물론 경제， 환경， 핵비확산과 인프라 관련 부분의 평가방법에 대한

knowhow를 축적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원자로시스템에 대해

평가를 해 봄으로써 향후 시스템 선정이나 해외수출 추진에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2. 연구개발의 범위

O 국내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6개 분야 전문가 조직 구성

o INFRa 공동연구를 위한 한국의 원자로/핵연료주기 전략 및 시나라오 작성

O 공동연구 보고서 목차 검토 및 국내 기여분 도출

o INS 예비평가를 위한 업력 작성 및 제공

o INS 예비평가 수행

O 공동연구 보고서 국내분 작성

o INS 예비평가 수행을 통하여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

O 연구결과 협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 참석

1. 연구개발 내용

o INFRa 평가방법론을 사용한 INS 예비평가

INPRa JS를 위한 한국의 원자로/ 핵연료주기 전략 및 시나라오 작성

• 국가간 원자로/ 핵연료주기 개발 특성 확인

INS 예비평가 및 JS 보고서 작성

O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

• 경채성 분야

• 안전성 분야

• 환경성 분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

핵비확산성 분야

인프라 분야

N. 연구개발결과

KAERI가 개발 중인 KALIMER(소륨냉각， 금속핵연료 사용 고속로)를 원자로로，

PWR(CANDU 포함)/KALIMER 연계 폐쇄핵연료주기로 구성되는 INS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2030년경에 KALIMER를 도입하는 원자로/핵연료주기

시나려오 연구를 수행한 결과， KALIMER의 도업을 통하여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량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특히 고준위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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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인 마이나 액티나이드의 양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나리오 연구 수행 결과를 기초로 INFRO 평가방볍론과 사용안내서를 사용하여

INS 예비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평가방법론의 개선 · 보완점도

도출하였다. 초기개발단계인 국내 INS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비용이나 가격 추정에

많은 불확실성 개입이 예상되며 작절한 가정과 자료 제공 시 국내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평가자 조건에 맞는 평가방법론의 엄밀함과 살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보강 및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론 제시가 요구된다.

KALIMER 원자로 설계 개념 및 핵연료주기시설은 모두 INFRO 평가방법론에서

제시된 안전원칙을 모두 만족하였다. 초기개발단계인 KALIMER 원자로 설계개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 항목들의 구체적인 제사와 관련 부분의 사용안내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핵연료주기 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lNPRO 평가방법론은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INPRO 방법론을 적용한 핵연료주기 시설

중 사용후핵연료 저장분야는 방법론이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재처리와

관련하여 pyroprocessmg분야 역시 평가되지 않고 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도 INPRO 평가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PWR과 CANDU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핵변환 · 군분리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사성 폐기물 관리 평가를 위한 사용안내서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장기관리기술 개발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와 양이 좀 더 자세히 분류될 펼요가 있다. 환경성 평가에서는 원자력

개발도상국들이 참조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best practice 예， 사용자

교육 등의 활동이 펼요하다.

우리나라가 주도 개발하여온 핵비확산성(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에서는 INS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방법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종합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냐라가 R애S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적절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속로와 관련

핵연료주기 관련 규제기관의 기능의 추가적 정립이 펼요하며， INS 개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원자력 개발정책 수립이 펼수적이다. 개발 미경험국가들이 적절한

인프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수행지침에 대한 충분한

사례나 설명이 펼요하며， 원자력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익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방법 개발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INPRO 평가방법론은 분야별 평가항목의 깊이 및 양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평가자의 다양한 기술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적용방법 및 지침，

평가도구의 사용 예에 관한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평가항목의 정량화，

평가항목의 종합 및 가중인자 사용법， 평가 절차 및 방볍에 대한 별도의 기술 작성

퉁， INS 평가 결과의 종합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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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O 현재 개발 중인 INPRO 평가방법론은 새로 도입될 INS의 개발， 검증， 실용화

배치 및 도입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술개발자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자와 개발도상국 모두가 INPRO 평가방법론을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o INS 예비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에 대한

개선·보완점들은 INFRO 평가방볍론 개선을 위한 주요 입력으로서 활용될

계획이다.

O 본 과제에서 수행한 원자로/핵연료주기 시나라오 연구(national scenario study)

결과는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빛 핵연료주기 전략연구， 국내

핵변환로 개념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o INFRO 공동연구의 INS 평가작업에의 참여를 통해 국내에서 중접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성 평가는 물론 경제 환경 핵비확산과 인프라 관련 부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knowhow 축적이 가능하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원자로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향후 시스템

선정이나 해외수출 추진에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O 특히， INFRO 공동연구에서 수행하는 INS 평가를 통하여 향후 개발되어지는

KALIMER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평가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R&D 항목 도출에 대한 능력도 제고할 수

있다.

o INFRO 공동연구의 R애S 평가활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도구의 확보 및 이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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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INFRO Phase lB(2nd part) Joint Study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Project

1. Objective

o To preliminarily assess the Korea ’s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INS)

concept in oder to be contributory to INFRO Joint Study on CNFC-FR

to preliminarily assess INS using the INPRO methodology

- to derive items required for improving INFRO methodology and user' s

manuals

2. Necessity

o Phase I of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FRO) led by IAEA is being conducted to develop an assessment

methodology which can evaluate INS in a quantitative way.

o In Phase lA and Phase lB (first p하t) of INFRO, the methodology and a

series of evaluation criteria and requirements for assessing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 (INS) were developed and have been tested and improved by

performing several national case studies and individual studies.

o At present participating Member States are assessing their own concepts and

generic INS concepts in Joint Study on Assessment of INS based on a Clsed

Nuclear Fuel Cycle with Fast Reactors (CNFC-FR), using the INFRO

methodology.

o The main goal of the Joint Study is an assessment of the role of INS based

on a closed nuclear fuel cycle (CNFC-FR) in providing sustainable energy

supply in the 21st century, identification of R&D direc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is technology, as well as encouraging joint research projects

in the area which will be suggested as input for collaborative R&D projects

to be implemented in the Phase II. The another goal of the Joint Study is to

improve the INFRO methodology by applying the INPRO methodology and

evaluation criteria system to the INS assessment.

o Korea has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INFRO methodology through

providing consultancy in several technical areas and performing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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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ne with these national contributions, it needs to continuously contribute to

the INFRa's methodology development effort by participating in the Joint

Study.

o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accumulate the knowhow of assessing a nuclear

energy system considering a wide spectrum of economics, environment,

proliferation resistance, infrastructure as well as safety aspect. The knowhow

acquired in the INS assessment will be useful for evaluating domestic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to be planned

III. Work scope and Contents

1. Contents

econonucs

2. Work scope

safety

environment

- waste management

- proliferation resistance

- infrastructure.

。 Preliminarγ Korean INS assessment using the INPRO methodology

- define national reactor/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scenario

analyze national reactor/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ies

and scenarios of participants

preliminary assessment of Korean INS concept

o Improvements of methodology and user ’s manuals

o organize a national working group for assessing Korean INS concept

o define national reactor/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scenano

o review contents of the Joint Study Report and identify national contributions

o provide related evaluators information and input for Korean INS assessment

o assess the Korean INS concept

o prepare the national contributions to the Joint Study Report

o identify the items needed to be improved in the !PRO methodology and

user’s manuals during the INS assessment

o participate in working group meetings of the Joi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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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The Korean INS concept was defined as an integrated system consisting of a

sodium-cooled, metal fueled fast reactor KALTh1ER and a PWRGncluding

CANDU)- KALIMER coupled closed nuclear fuel cycle for the Joint Study. From

the results of the national scenario study peformed based on the Korean INS

concep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deployment of KALIMER from 2030

until 2100 could reduce the amount of domestic spent fuel from PWRs and

CA1'IDUs with no further increase in PWR spent fuel thereafter. And the

amount of minor actinides disposed as high level would be decreased to zero

with complete replacement of PWRs with KALIM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ational scenario study, a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Korean INS concept has been performed using the INFRO methodology

and user' s manuals. During the INS assessment, items requiring either

improvement or complement have been detected in order to dedicate to INFRO' s

effort to improve the methodology.

Considering a very early development stage of the Korean INS concept, it is

expected that a large uncertainty exists in estimating costs and prices. There

would be no problem to perform the domestic INS concept with appropriate

assumptions and input data to be provided. The economics assessment

methodology needs to improve the methodology exactness and applicability, and

develop a method to determine benefits of the external economic effects.

The KALIMER reactor design concept satisfies the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the safety basic principles suggested in the INPRO methodology.

However, most INSs such as KALIMER, being developed for a long-term

deployment, have not been validated with a pilot plant or with a demonstration

plant. For such a case, more detailed indicators should be established to assess

the safety user requirements and the related user manual part should 외so be

modified. The proposed INFRO methodology satisfies the safety on facilities of

nuclear fuel cycle, but the areas such as spent fuel storage as well as

pyroprocessing were not evaluated by the current methodology. In the future, it

needs to develop so as to apply this methodology to those areas.

Since there are domestic R&D activities on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of spent fuel generated from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PWRs and

CANDUs, the user's manual describ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will be

applicable to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a national long-term nuclear waste

management. In the near future, an amount and a type of radioactive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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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from these plants need to be more schematically classified. The

environment assessment methodology needs to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I

evaluators with standard data base system, examples of best practice and

training programs for assessors.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ssessment methodology being developed with

Korea ’ s leading effort through DUPle case studies needs further development of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s and aggregation of evaluation results. It requires

to additionally establish licensing and regulatory infrastructure for nuclear fuel

cycle system based on fast reactors. It is substantial to establish a strong

national nuclear power program for INS development. The infrastructure

assessment methodology needs to provide enough samples and guidances

achieved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assessors in never-development

experienced countries for their successful assessment. It also requires to develop

quantitative method to determine benefits of nuclear program.

In conclusion, the INPRO methodology generally lack a consistency in a level

of depth and quantity of evaluation criteria and parameters for six areas within

the INPRO framework. It needs to complement application methods and

guidances applicable to various technology levels as well as illustrations of

assessment tools. In addition, it needs to develop quantification and aggregation

of evaluated results, application of weighting factor methods, and a synthetic

manual for integrated assessment procedure and methodology.

IV. Future Use

o Use of the improved INFRO methodology as a tool to provide well-grounded

data for decision making for INS development, verification, deployment to

technology holders, technology beneficiaries, and policy makers

o Use of items detected for either improvement or comeplement during the INS

assessment as Input contributory to improve the INFRO methodology and

user' s manuals

o Use of the results of the national scenario study as basic data for domestic

PWR spent fuel management planning, nuclear fuel cycle strategy study, and

transmutator core design study

o Use of the knowhow accumulated in the INS assessment in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future innovative nuclear reactor systems as

well as KAL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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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o INFRO 국제공동연구 계획에 의한 고속로 시스템 예닙l 평가

- INFRO 평가방법론을 사용한 INS 예비평가

~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

2. 연구개발의 펼요성

O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00l년 5월에 착수한 미래형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국제 프로젝트인 INPROUntem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는 크게 2단계로 추진될 예정으로 현재 제 1단계는

차세대 혁신원자력시스템(INS，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개의 세부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O 제 1 세부단계 (Phase lA)에서는 INS 평가를 위한 방법론과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6개 분야별로 기본원칙， 사용자 요건 및 허용기준 등을 개발하였으며[1]，

제2 세부단계 [Phase lB (fπst part)]에서는 여러 national case study 및

individual study를 통하여 개발된 방법론과 일련의 평가 기준 및 요건 등을

시험·검증하고 보완하였다.

O 현재 제2 서l부단계[Phase lB(second p따t)]에서는 INS 평가 공동연구(]S on

CNFC-FR)를 통하여 참가 회원국들이 현재까지 개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국

또는 국제 공동의 INS 개념을 평가 중에 있다.

O 이 공동연구의 목적은 고속로와 관련 폐쇄핵연료주기로 구성된 INS를 대상으로

21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국가， 지역 및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INS의 역할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 원자력

기술의 개발을 위한 R&D를 도출하여 이를 궁극적으로 제2 단계의 주요 수행

목적인 국제 공동 R&D로서 제시하는 데 았다. 또한， 그동안 개발되어온

방법론과 평가기준체계를 적용한 INS 평가를 통하여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부차적인 목적이 었다.

o INPRO 방법론은 새로 도입될 INS의 개발， 검증， 실용화 배치 및 도입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술개발자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자와 개발도상국

모두가 INPRO 평가방법론을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O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기술 분야에의 기술자문 및 case study 수행 동을 통하여

INFRO 방법론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금번 공동연구에의 참여를

1



통하여 INFRO 방법론 확립 및 개선에 계속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O 또한， 공동연구에의 참여를 통하여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성

평가는 물론 경제， 환경， 핵비확산과 인프라 관련 부분의 평가방법에 대한

knowhow를 축적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원자로시스템에 대해

평가를 해 봄으로써 향후 시스랩 선정이나 해외수출 추진에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할 펼요가 었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범위

O 국내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6개 분야 전문가 조직 구성

o INFRO 공동연구를 위한 한국의 원자로/핵연료주기 전략 및 시나라오 작성

O 공동연구 보고서 목차 검토 및 국내 기여분 도출

o INS 예비평가를 위한 입력 작성 및 제공

o INS 예비평가 수행

O 공동연구 보고서 국내분 작성

o INS 예비평가 수행을 통하여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 개션점 도출

O 연구결과 협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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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 발 현황

o INFRO는 2단계로 추진될 예정으로서 제 1 단계는 원자력시스템 기술에 대한

조사·분석과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개의 세부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제 1 세부단계 (Phase IA)는 원자력사스템

개념과 접근 방안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하고 또한 이를 위한 방법론과

지침을 개발하며 사용자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현재 제 1 단계 제 1

세부단계 (Phase 1A)가 완료되었다.

。 현재 제2 세부단계 (Phase IE)에서는 제 1 세부단계에서 설정된 기준과 요건에

따라 도입 가능한 혁신원자력시스템 개념들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1 단계 제2 세부단계는 Phase lA에서 개발된 혁신원자력시스탬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case study를 수행하여 혁신개념의 시스램에 적용하여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요건， 기준， 권고사항과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보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혁신원자력사스템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각국의

선호도와 펼요한 연구개발항목에 대한 조사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O 제 2 단계 (Phase II)는 향후 제 1단계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n、WRO 회원국들의

승인 하에 국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 분야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 우리나라는 2001년 제2 차 운영위원회 이후 전문가(cost-free expeπ)를 한명을

파견하였고， 이후 INFRO 활동에 정규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NFR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2002년의 제3차 운영위원회부터

참석하고 있으며 INFRO의 수행주체인 국제조정그룹의 핵비확산 분과의 lCG를

역임하였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 방사성 폐기물， 평가방법론 등 많은

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문을 하는 등으로 제 1 단계 제 1 세부단계 보고서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o 2003년 7월 착수한 제 1 단계 제2 세부단계 (Phase IE)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개발 기술에 대하여 제 1단계 제1세부단계 보고서의

평가방법 점검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받았다. 이에 대해 사례연구 참여를 통해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성 평가는 물론 경제， 환경， 핵비확산과

인프라 관련 부분의 평가방법에 대한 knowhow의 축적이 가능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래 시스템에 대해 평가를 해 봄으로써 향후 시스템 선정이나

해외수출 추진에 평가결과를 활용한다는 둥의 기대에 따라 우리나라는 DUPIC

핵연료주기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제안하여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DUPIC
핵연료주기는 높은 핵확산저항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각국들의 관심이 크고， 또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핵확산저항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시점에서 본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INPRO 방법론 확립 및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O 특히 2004년 3월22일과 27일에는 핵확산저항성 분과의 자문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natonal case study 및 individual case study의 중간 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여 평가방법론의 적용성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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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INPRO INS 예비평가 공동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국제원자력기구 IAEA(Intem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미 래형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국제 프로젝트인 INPRO(Intem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를 2001년 5월에 착수하여 현재 제 1

단계의 마무리 단계에 었다.

INFRO는 크게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제 1 단계는 차세대

혁신원자력시스템 (INS ，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을 보다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개의 세부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제1 세부단계(Phase 1A)에서는 INS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6개 분야별로 기본원착， 사용자 요건 및 허용기준

등을 개발하였다[11 제2 세부단계 [Phase 1B (first part)]에서는 여러 national case

study 및 individual study를 통하여 개발된 방법론과 일련의 평가 기준 및 요건

등을 시험·검증하고 보완하였다.

현재 제 2세부 단계 [Phase 1B(second p따t)]에서는 INS평가 공동연구OS on

CNFC-FR)를 통하여 참가 회원국들이 현재까지 개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국

또는 국제 공동의 INS 개념을 평가 중에 았다. 이 공동연구는 2004년 12월 INFRO

운영위원회 (SC， Steering Committee)에서 러시아가 제안하여 이듬해 3월 제 1차

과학기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공동연구의 목적은 고속로와 관련 폐쇄핵연료주기로 구성된 R‘S를 대상으로

21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국가， 지역 및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INS의 역할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 원자력 기술의 개발을

위한 R&D를 도출하여 이를 궁극적으로 제2 단계의 주요 수행 목적인 국제공동

R&D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공동연구는 그간 개발되어온 방법론과

평가기준체계를 적용한 INS 평가를 통하여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현재 참여국은 한국， 프량스， 인도， 중국， 러시아의 5개국이며， 우크라이나가 곧

참여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옵서버로 참가하여 왔으나 곧 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참여국은 7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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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01
A 현황

그림 3은 공동연구의 추진 일정으로서 연구 수행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되어진다.

O 제 1단계: INS 개념 선정 및 원자로/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선정

O 제 2단계: INPRO 방법론을 적용한 INS 평가

O 제 3단계: INS 개발을 위한 R&D 도출 및 국제협력 R&D 제안.

본 공동연구는 2004년 12월 착수회의 후 2005년 3월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현재까지 3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제 2단계로서 참가국별로 자국의

INS를 평가하고 자국의 lJ.~S 개발을 위한 R&D를 도출 중에 있다.

2006년 3월에 개최된 제 3차 과학기술회의 (STC)에서는 INS 평가를 평가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우선 참가국별로 자국의 INS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별 INS

평가와 공동의 INS(generic INS)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INS 평가로 구분하고

우선 국가별 INS 평가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 2005 2006 2007 2008

;、 〈성 in resjnse to lNPRO SC#7 i
1i Phase :18 (1: 51 part)

μι;ιJ I ~ethodology Application &
; ! ,i I Impr,'ovemerit

r-" 팩쓸灣짧IDDD!
~ Ph에se빠2nd 때)

廳풍讓BOD!
i I ‘l i i Pha~e 2

、 i I IIDlaO ~다
T~bAfy!

Initiation

International
Cooper;뼈on

INS assessment

Selection of INS &
scenarios for NP

Identi껴cation of
R&D Conclusion

이러한 R‘JS 평가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방법론과 평가기준체계를 INS와 같은

대규모 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 개선·보완점을 도출하여 방법론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 INPRO 공동연구

그림 1. INPRO 공동연구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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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저113 단계에서는 계속적인 INS 평가 및 토의를 통하여 보다 상세한

R&D 항목을 제안할 예정이며 공동연구의 최종결과보고서를 IAEA Technical
Documen t(TECDOC) 로 발간할 계 획 이 다.

본래의 계획보다 확대된 INS 평가 및 R&D 항목 도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공동연구의 기간은 때07년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주요 수행 내용 벚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INS 개념 선정 및 원자로/핵연료주가 시나라오 선정

채 1 단계에서는 참가국별로 INS 개념을 선정하고 INS 개념 및

원자로/핵연료주기 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참가국들은 이를 기초로 세계 (glob외)

시나리오 및 국가별 (nationa l) 시나라오 연구를 수행하여 자국별로 수립된 기존의

원자로/핵연료주기 시스템에의 INS 최적 도입 시나라오를 결정하였다. 세계

시나라오로는 IPCC가 제안한 SRES-B2 시나라오 [2]를 채택하였다.

한국은 금속핵연료 사용， 소융냉각 고속로인 KALIMER-600(600MWe) 를

원자로로서， 국내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를 건삭 재처리 (pyroprocessing) 를

사용하여 재활용하는 폐쇄핵연료주기 시스램으로 구성되는 INS 개념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R‘S를 국내 도입하는 원자로/핵연료주기 시나라오 연구를 수행하여， 이의

결과를 국내 시나리오로서 제시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이 설정한 INS 및

시나라오 연구의 주요 수행 내용 및 결과는 다음에서 별도로 기술하였다.

INFRO 공동연구의 시나리오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는 고속로와 관련

폐쇄핵연료주기 (CNFC-FR) 시스템은 2050년경 300-500GWe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력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속적 에너지원으로서 매우 유망한

INS엄을 확인하였고， CNFC-FR 사스템의 상용화는 2020-2035년경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O 제 2단계: INPRO 방법론을 적용한 INS 평가
현재 제 2단계에서는 참가국별로 자국의 INS를 INPRO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국의 INS 개발을 위한 RD&D를 도출할 예정이다.

국가별 INS 평가 이후에는 공동의 INS 개념을 대상으로 공동 INS 평가를

수행하며， 공동의 INS 개념은 2006년 9월 개최 예정인 차가 회의에서 정의될

예정이다.

본 공동연구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INS 평가 결과를 전문적으로

상세히 토의하고 국제협력 R&D 항목을 제시하기 위하여 6개 분야별로

실무그룹 (Working Group)을 조직 하였다. 참가국별로 INS 평가를 위 한 실무그룹을

조직하였으며， 표 1은 한국의 실무그룹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 조직된

실무그룹은 자국의 INS 평가뿐만 아니라 공동의 INS 평가 결과를 토의하고，

최종적으로 국제협력 R&D를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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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실무그룹

분야 셔。며。

R“WRO JS STC Member 김영인， KAERI

Economics 엄창영， KAERI

Safety
Reactor 이용범， KAERI

Fuel cycle 김웅호， KAERI

Enrironment 정환삼， KAERI
Waste management 최종원， KAERI

Proliferation resistance 양명승， KAERI
Infrastructure 김영인，K.AERI

기술 분야

- 고속로 면진설계기술(설계)

-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 및 금속 핵연료 사용노심의 안전설계(해석)

- 규제방법의 일치화(제도적 인프라)

- 원전수명 연장(설계)

- 운전온도 상숭을 통한 원전효율 향상(설계)

- 피동노정지기구(설계)

- 가동중검사(In-seπice inspection)(설계)

- 핵연료의 고연소도화(설계 및 실험)

원전 배치 최적화(설계)

- 방사선 차폐(설계)

- 증식비 향상(설계 및 실험)

- PSA를 사용한 선진 핵연료주기시설설계(해석)

국제협력프로젝트

- 차폐연구(실험)

면진연구(실험)

- 소륨 내에서의 재료거동연구(실험)

- 고온구조재료연구(실험)

- 주요 기기시험(실험)

한편， 공동연구에서는 2006년 7월 이후 착수 예정인 INFRO의 제 2단계에서

수행할 주요 내용인 INS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R&D 분야로서 다음을 1차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R&D 분야들은 기초적인 R&D 항목들로서 IAEA의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 등을 통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분야와 공동실험과 같은 국제공동프로젝트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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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연구(실험)

방사선 상해 및 재료 특성연구를 위한 가속기 개발(실험) .

이와는 별도로 한국은 현재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서 수행 중인 DUPIC case

study를 똥하여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INFRO 방볍론 개발을 위하여 ‘핵비확산성

평가를 위한 평가 파라메터， 기준 및 허용한계 수립’을 국제협력 R&D 항목으로서

제안하였다.

제2 단계에서는 그간의 공동연구의 결과를 정라 종합하여 “CNFC→FR에 기초한

마S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및 기술 옵션”에 대한 중간보고서(I nterim Report on

"Identifying scenarios and technological options for development of INS based on

CNFC-FR")를 TECDOC(technical document)으로 발간할 예정 이 다.

제 2 절 INPRO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

1. INPRO 평가방법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01년 5월부터 미래형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국채 프로젝트인 INFRO(Intem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를 주도하여 추진하여 오고 았다. INPRO는 21세 기 에

원자력이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에서 필요한 헥선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적 활동 및 국제적

활동들을 기술 보유국 및 기술 사용국 공동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제포럼의 장을

제공하고 았다.

INFRO에서는 차세대 혁신원자력시스템(INS，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INS는 페쇄핵연료주기와 이를 기초한 혁신적인 원자로시스템으로 구성된 총체적인

시스템으로서 우라늄 원광 채굴부터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망라한다.

회원국들은 마S 평가를 통하여 여러 R‘JS 후보들 중에서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적합성을 비교·평가하여 최적 INS를

선정하고， 기존 INS 부품의 성능 향상 또는 새 부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항목을 도출한다. INPRO

방법론은 이러한 INS 평가에 펼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INS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기술하기 위하여， INS 평가는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폐기물 관리， 핵비확산성 및 연프라의 6개 분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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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s Judgement or

potentlal or INS

=conditions for

acc풋ptance orUser

I= rule to 빼야RD&D

이루어진다. 분야별로 INS의 혁신설계에 대한 평가항목체계는 그림 2에서와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INFRO 평가체계에서 최상위 평가항목은 기본원칙(Basic Principle; BP)으로서

INS 자체 또는 부품 개발에 대한 일반지침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모든

BP는 INPRO 내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분야에 고려되어진다.

차상위 평가항목은 사용자 요건CUR， User Requirements)으로서 , 주어 진 INS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란

원자력 가술의 응용가능성에 대하여 투자 의사나 관심을 가지는 실체로서， 투자자，

RD&D 기관， 설계자， 전력 생산자 및 사용자업체， 정책결정자， 에너지 최종

수요자(대중， 산업체 등) , 관련 국제가관 등(예， IAEA, OECD이EA， OECD지EA

등)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그룹을 총칭한다.

Criterion consists of an Indicator (lNI)

and an Acceptance Limit (AL)

a = Dertvatlon ofhlerarchy

b =Fulfilment or deman‘Is

1- goal in GIF

2 - CriterIa In GIF

3 - Metrics In GIF

그림 2.INPRO 평가방법론의 평가항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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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평가 항목으로서는 기준(CR， Criterion)이 있다. 기준은 주어진 샤용자

요건이 실제의 경우에 적합한가 하는 여부 및 적합 정도를 결정하는 데 펼요하다.

기준은 지표(Indicator; I1'‘)와 허용한계 (AL， Acceptance Limit)로 구성된다.

지표(IN)는 단일 파라메터， 집합변수 또는 상태 기술에 근거하여 정수나 실수， 또는

논리 변수 형태로 주어진다.

사용안내서(User' s Manual)에서는 지표(IN)에 대한 평가를 돕기 위한 보다 하위

수준의 평가 항목으로서 변수(V없iable) 또는 평 가 파라메터 (Evaluation

parameter)를 도입하고 있다. 기본원칙(BP)별로 사용자 요건(UR)이 설정되어

있으며， 관련 지표 및 허용한계를 사용한 평가를 통하여 주어진 지표가 사용자

요건을 만족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INFRO 방법론에서 사용안내서의 목적은 분야별로 INS 평가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하고， 특히 관련 지표와 허용한계를 정량화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표 2는 INPRO 방법론의 평가항목체계에서의 각 평가항목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INPRO 방법론의 평가항목체계

Basic
」g- 「-.

User Criteria!
Area

Principles (BP) Requirements (UR) Indicators (IN)

Economics ‘ 4 I 8
’Safety ..... 4 14 38

Environment 〉않 2 4 9씨

Waste .". '"4 / ” 7 18Management ‘、
Proliferation 、""- ""." 팩
resIstance 2 5 7

-
Infrastructure 1 4 14

:

Total ~ 14 38 ,...: 94
'-‘~~

그림 3은 INS 평가작업의 과정을 보여준다. 우선， 회원 국가가 정의한 INS에

대한 도입 시나라오를 평가하여 원자력 프로그램에서의 INS 도입의 적정성 및

규모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INFRO 평가 방법론에서 6개

분야별로 주어진 평가항목체계에 따라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시 전산모델 둥을

통하여 INS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분야별 평가 결과들을 전체론적

접근방법 (holistic approach)에 따라 최종적으로 INS를 종합 평가를 한다. INPRO

INS 평가 공동연구가 이러한 평가작업의 좋은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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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웅

壓屬靈웰톨-'---~-----…

..톨뭘뭘헬톨l
그림 3. INFRa INS 평가 흐름도

2. 사용안내서

가. 경제성 분야

(1) 기본원칙

INFRa방법론에는 각 평가분야별로 달성되어야 할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라한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이를 구체화한 사용자 요건(DR)이 도출되었으며

혁신원자력시스템(INS)이 도출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CR)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지표(IN)와 수용 한계(AU로 냐누어져

있다.

INFRa의 경제성분야 요구사항은 매우 명확하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다.

하나의 기본원칙(BPI)과 4개의 사용자 요건(UR1.1-URl.4)이 았으며 각각의

요구사항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판단기준(CR)， 지표(IN)， 허용한계(AL)가

정의되어 있다.

INFRa에서 설정한 경제성 평가의 기본원칙은 혁신원자력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제품， 서비스가 이용가능(av없lable)해야 하며 그 비용도

경제적으로 감당할(affordable)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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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asic Principle BPI: Energy and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from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shall be affordable and avail<αble.

그러면 기본원칙에서 표현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affordable) ’은

어떠한 지표로 평가할 수 있을까? 마래의 어떤 시점에서 예상되는 비용 혹은

가격을 추정하는 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개입된다. 또한 설령 비용을 추정한다 해도

추정된 값이 경제적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에너지 기술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는 혁신원자력시스랩이 이용 가능한

상황(시기와 지역의 측면에서)에서 경쟁이 될 수 있는 타 기술과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용자 요건과 이를 평가하가 위한 기준들이다.

(2) 경제성분야 사용자 요건， 지표， 허용한계

O 사용자 요건 UR1.I: 모든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 INS의 에너지

생산비용(eN)은 동일한 지역과 시기에 이용 가능한 다른 에너지원의 비용(CA)과

바교하여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 지표 IN1.I: a. INI .1 .l 원자력에너지의 비용， CN, b. IN1.1.2 경쟁 에너지의 비용，

CA

• 허용한계 ALI .1: CN/CA < k, k는 1이거나 1보다 크거나 작은 상수

O 사용자 요건 UR1.2: INS의 설계， 건설(건설 중 이자를 포함하여)， 가동에

소요되는 총투자 규모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지표 IN1.2.1.1 : INS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판매가격(불변가격 기준)을 가지고

계산한 내부수익률(IRRN)

· 지표 IN1.2.1.2 : 수명기간동안 INS 투자된 비용과 전기 판매로 얻어지는

운영수업에 의해 계산한 투자수익률(ROIN)

· 허용한계 AL1.2.1.1: IRRN > IRRLIMIT, IRRLIMIT 은 유사한 규모의 대안에

기대할 수 있는 내부수익률을 근거하여 도출한 최소 내부수익률

· 허용한계 AL1.2.1 .2: ROIN > ROILIMIT, ROILIMIT 은 유사한 규모의 대안에

기대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을 근거하여 도출한 최소 투자수익률

· 지표 IN1.2.2 : 전체 INS 가운데 가장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일 발전소의

투자비

• 허용한계 AL1.2.2 : INVESTMENTN < INVESTMENTLIMIT,

INVESTMENTLIMIT 은 주어진 시장 환경에서 조달 가능한 최대 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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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요건 UR1.3 : INS 투자의 위험이 다른 에너지사엽과 비교하여 투자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지표 lN1.3.1 : 특정 발전소를 운전하기 위해 펼요한 인허가 상태를 나타내는

0과 l사이의 숫자

• 허용한계 AL1.3.1 : 인허가 현황 > 인허가LIMIT

· 지표 IN 1.3.2 : 발전소 건설 최초계약에서 상업운전까지 소요 기간

• 허용한계 AL1.3.2 : 건설 기간 TCt 드 TCtLIMIT.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기간이

비교 가능한 다른 발전소의 건설기간에 필적해야 한다.

· 지표 lN1.3.3: 투자의 관점에서 원자력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장기 공약

· 허용한계 AL1.3.3 : 그렇다(YES).

O 사용자 요건 UR1.4 : INS는 다른 시장들에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 지표 lN1.4.1 : 중요한 경제지표가 각기 다른 시장상황에서 변화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건전성(유연성)지표(Robustness Index(RI)

· 허용한계 AL1.4.1 : 모든 중요한 경제지표에 대해 HI 는 l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안전성 분야

(1) 원자로

INFRO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 기본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O 향상된 섬층방호 개념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심층 방호 단계는 기존의 설비

보다 우수한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

O 고유안전특성과 피통계통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이

탁월하게 향상되어야한다

o INS의 건설 및 시운전， 운전， 해체 동안 작업자， 대중，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조사로 인한 위험이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다른 시설과 동둥해야 한다.

O 기존 발전소와 통일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발전소 특성에 관한 지식，

설계와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해석방법론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위의 안전 원칙으로부터 14항목의 사용자 요건(UR)이 도출되었으며， 각 사용자

요건이 만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387~ 의 지표(IN)들이 설정되었다. 지표는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각 지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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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제시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안전 원칙인 향상된 섬층방호 개념과 관련된 사용자 요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설계의 명확성을 보일 수 있는 노심의 핵적 설계 및 열수력 설계，

냉각계통 설계， 향상된 계측제어 설계， 설계 단순화， 새로운 재료의 사용， 제작과

건설의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향상된 운전 여유도， 인간 공학을 고려한 제어， 운영조직의 구성과 책임 부파，

적절한 문서 체계와 훈련 요건의 구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여야한다.

그 외 발전소 검사 능력， 고장과 이상에 대한 예상 빈도， 운전원 대처 사간， 설계

기준사고의 발생 변도， 공학적 안전 설비의 선뢰도， 방사성 물질의 격납， 중대사고

관리 계획 둥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안전성과 신뢰성의 향상 여부는 원자로의 고유안전성과 피동 설계의 구현성을

평가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설계에 따른 잠재 에너지，

인화성과 대처 설비， 방사성 물질의 함유량， 엄계 가능성 잉여 반응도가， 반응도

궤환 효과， 예상사고빈도 및 사고해석 결과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방사선 조사에 대한 위험성은 방사선 방호를 위한 최적 개념의 구현과 대중의

구성원인 개인의 피폭량을 근거로 판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자의 피폭량

최소화， 대중 피폭량에 대한 자료가 펼요하다.

또 다른 안전 원칙인 발전소 설계 특성과 수치해석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의

수행 여부는 우선 안전 개념과 안전 요건의 설정， 그리고 안전 현안을 다루는

명확한 절차의 확립 등의 안전 기반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함으로써 판단할 수 았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전산 코드의 개발과 검증， 스케일링 효과에 대한 자료

둥을 확보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pilot 시설이나 실증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새로운 현상의 정의와 연구 계획， 계획된 시설의

적절성， 안전해석 방법론 등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2) 핵연료주기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성 종합적 평가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o INFRO가 지향하는 접근법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핵연료주기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골격을 제공하고

O 안전성 관점에 초점을 두어 핵연료시설에서 수행되는 운전을 기술하고

O 이런 시설에서 향상된 안전성을 촉진시킬 수 았는 RD&D 분야를 도출하며

O 혁신에 알맞은 분명한 지표들이 도출될 수 았도록 보다 더 신중성이

요구되는 분야들을 도출하는 데

본 사용안내서의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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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용안내서는 선행 및 후행 핵연료주기 분야의 제반시설을 취급하고 있고， 이

두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사용안내서에서

제시된 핵연료주기시설은 다음과 같다.

O 선행핵연료주기: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팡을 채팡(mining)[3]하고， 이를 분쇄

(milling) 및 정 련 (refining)한 후 순수한 우라늄산화물로 전환(conversion)시

키는 시설과 다시 이를 불소화합물을 이용하여 UF6 가스로 전환하고 농축

(enrichment)[4]시키고 난 후 열중성자로의 해연료를 제조하는 가공(fuel

fabrication) 시설 [5]

O 후행핵연료주기: 발전소에서 연소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fuel storage)[6] 및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reprocess}[7， 8]할 수 있는 시설들의 설계와 운전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를 다루고 았다.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히 INFRO는 현존하는 시설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서 심층방호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전략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 다른 하냐는 사전예방이 실패했을 경우 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향상된 방호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핵연료주기시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유형들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O 자연재해: 지진，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부지 선정，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안전성 분석

O 인위적 재해: 시설의 화재 및 폭발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의한 시설 파괴 및

파업으로 인한 안전성 분석

O 내부적 요인: 부적절한 전력공급으로 인한 비정상 운전， 안전성이 결여된 초

기 설계， 설계상에 고려되지 않은 장치나 공정의 변경 및 공정절차의 변경

둥으로 인한 위험요인

동으로 사고의 큰 유형틀을 분류해 두고 있다.

이런 유형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심각한 사고의 형태로 핵임계[9]，

화학물질에 의한 위해 [8]， 화재 [8] 및 화학약품의 폭발[10] ， 방사선에 대한 작업자 및

주민 피폭[11]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의 유형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시 파급경로 및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용안내서는 INPRO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 안전 기본원칙을 너l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원자로 분야의 기본원칙파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으로부터 52개 항목의 사용자 요건이

도출되었으며， 각 사용자 요건이 만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25개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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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설정되었다.

심층방호개념을 설명한 가본원칙 HBPl)에 대한 사용자 요건은 섬층방호전략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시설부지 밖으로 대피하는 조치가 고려되지 않는 쪽으로 안전을 강화시키고 있다.

기본원칙 2(BP2)와 관련된 사용자 요건은 앞으로 시설의 설계에 있어 위해도를

제거하고 감소사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용자요건은 심층방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 보완을 이루고 있다. 이라한 한 예로서

재처리시설의 공정장치를 설계할 시 핵임계 쩨어를 채택하는 대선에 근원적으로

핵엄계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원칙 3(BP3)과 관련된

사용자 요건은 방사선 피폭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낮은 위해도를 성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따 기본원칙 4(BP4)의 사용자 요건은 INS를 개발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았다.

각 지표에 대한 허용한계는 사고 시 위해도와 발생 빈도와의 상관관계를 두어

사고 시 위험도가 클수록 빈도를 낮게 제시하였다. INPRO에서는 세 개의 사고

빈도 범위를 두어 (Category A , B, C) 지표에 대한 허용한계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방사선 물질의 자연환경으로 대량 유출이나 핵엄계 사고와 같은 위해도가

높은 유형은 “A" 그룹으로 분류하여 사고 빈도를 "< 10-6/year"로 두었으며， 화재，

냉각수 유실 등과 같은 유형은 사고의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A"그룹에

바해 심각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B"그룹으로 분류하여 사고 빈도를 "10-6

• 1Q-4/year"로 두었다. 또한 그 외 유형들은 “C"그룹으로 분류하여 사고 빈도가

"10-2 -10-4/year" 이 되도록 제시하였다.

다. 환경성 분야[1 ， 12]

과정분석 (LCA, Life Cycle Analysis) 개 념을 갖는 환경 영향 평가는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하나는， INS의 환경성능 평가를 위해 수립된 기본원칙(BP，

Basic Principle)과 사용자요건(UR， User Requirement)을 규명하고 논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안된 INS 시스템들에 대한 환경성능 평가방법 요건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O 환겸영향: 여기서 언급하는 환경은 생태계(인류와 기타 생태계)와

무생물자원(토양， 수계， 대가， 천연자원， 토지)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가

포함되고， 영향은 환경에서 변화(물리， 화학， 생태계 변화)， 보건(인채，

동식물) , 삶의 품질 저하(인체， 동식물)， 경제 피해， 자원의 사용과 고갈， 장기

누적피해 효과 등을 평가한다.

O 환경영향 평가의 기본원칙: 2가지 기본원칙은 가존원자력 설비들 이하의

환경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원칙인 ‘부의 환경영향 수용가능성’과 고갈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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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사용하여 21세기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 부합성’을 가져야 한다.

。 사용자요건: 기본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용자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원칙인 ‘부의 환경영향 수용성’에서는 INS는 수명 전 과정에

걸쳐 기존 원자력시설 보다 개선된 환경영향을 갖도록 통제 가능해야 한다는

것과 INS에서 비롯될 부의 환경영향들은 적용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가급적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원칙인 ‘목적

부합성’에서는 INS는 비재생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미래세대의

자원고갈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INS의 건조와 운전에

드는 에너지 투입량 대비 발생량의 비율인 에너지 회수율1)이 가급적 높아야

한다논 것이다.

O 평가방법별 요건: 제안된 시스템의 환경영향은 그렴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생원， 원인물질， 영향경로， 노출자 그리고 피해자별로 모든 관련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 분석은 부분기술들이 취합되어 소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드는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오염원의 배출은 전과정에 걸쳐 평가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비록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사고와 같은 바정상적인 상황은 확률과 예상피해를 고려한

환경영향 기대치를 고려하여 분석범주에 포함할지를 결정한다.

그림 4. 환경영향 평가 요인

(1) 환경영향 평가법과 평가단계

(가) 환경영향 평가법

CD LCA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최근 시스템기술의 환경영향 평가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전과정평가 (LCA ，

1) WNA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원자력은 20 수준의 factor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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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Cycle Assessment)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국제표준화가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잘 정 리하고 있다 2)

A systematic set of procedures for compiling and examining the

inputs and outputs of materials and energy and the associated

environmental impact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functioning of a

product or service system throughout its life cycle.

Thus, LCA is a tool for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burden of

products at all stage in their life cycle - from cradle to grave

LCA 수행 과정에서는 분석 시스템에 투입/산출되는 모든 에너지와 물질

정보들이 조사되어 전과정목록 (LCI， Life Cycle Inventory)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조사되는 업력자료는 INS의 기술적인 분야 자료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보장할 수 았지만 사스램이 건조될 입지별 특성자료는 일반화되기 어렵다. 평가의

신뢰도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라한 자료의 조사에는 특별한 전문성과

공학적 판단이 펼요하다. 더불어 비정상 사건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대치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2) MFA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1970년대에 시작된 물질흐름평가(MFA. Material Flow Assessment)는 불필요한

유해물질의 누설과 같이 자원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방법은 주로

발전원의 환경성 평가와 대안들의 시냐리오 평가 비교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시스템의 환경영향은 가동 초창기 안정 상태에 도달하기 전과 안정적인

평형상태에 도달한 이후 투입되는 물량은 차이가 았으며， MFA는 이러한 시스템

수명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LCA 사용을 보완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MFA는 시스템에 투입되는 모든 물질정보를 반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화하여 수행한다. 예를 들면 대안의 비교시에는 동일공정은 생략하고

차이가 있는 공정의 물질흐름에 집중하거나 특별한 공정에 집중하는 등 분석을

단순화한다.

MFA 수행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전 과정에 걸친 단계 및

물질흐름 분석， 둘째， 단계별 목록 조사， 셋째， 시스템의 임시 및 안정 상태를

포함해 장기 환경내 잔유물 조사， 그리고 넷째， 단계 중에서 물질의 이동성 분석을

거친다.

2) ISO 140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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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표틀과의 관계

LCA나 MFA 수행을 위해 수집된 불잘수량과 흐름정보는 그 자체를 환경영향

평가 결과라 할 수 없는 단순한 자료의 모임이다. 이 자료가 환경영향이 되기

위해서는 각 물질 단위당 환경영향 지표의 등가치로 환산하거나 각 물질별로

환경영향치를 겨l 량화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든 INPRO의 운전단계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개발작업이 추가되어야 한다.

@ 방사성 폐기물과 원료투입물들의 방사션 등가화

등가화 기준으로 방사성 폐기물익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등가화

방법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방사성 폐기물과 우라늄이냐 토륨과 같이 투입원료

물질들의 서로 다른 성격의 비교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인체보건과 생태계 영향에

기반한다.

비교에 사용되는 모수들은 허용선량(Cilt)이나 물질별 방사특성의 벼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수인 피폭인자(SvlBq)에서 유추한다.

기타 비교특성으로는 총붕괴사간， 특정 에너지 방출， 방사성 등가 활동， 생물학적

위해 잠재치 등이 었다.

(나) 환경영향 평가 단계

환경영향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친다.

첫째， 가장 관심있는 물질과 전략적으로 관섬 있는 물질들을 도출한다.

여기에서는 공정의 안정상태 뿐만 아니라 초기 불안정한 시기 물질정보와 함께

재활용 물질의 절감분도 고려된다.

둘째， 물질별 독성이나 방사선 영향과 같은 특정위해를 밝힌다. 여기에는

고준위폐기물 흐름과 물질들이 포함되며， 이들의 물질 총량， 환경 누출， 시간대별

환경잔재， 경로별 환경 변동성 등을 고려한다.

셋째， 화학물질과 특정 환경물질을 도출한다. 환경위해는 해당 물질의 제조와

사용 과정을 모두 포함해 판단된다.

넷째， 방사성 혹은 화학적 위해물질의 배출과 정상 혹은 이상 운전 시 방열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다섯째， 물과 대지와 같은 천연자원의 사용과 고갈과 에너지 사용을 평가한다.

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13← 16]

INS의 평가항목들 중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는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발생된

폐기물의 특성과 적절한 분류， 특성에 따라 분류된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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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포장된 폐기물의 저장 및 처분 등에 이르눈 일연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기본 목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ALASP(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게)에 두고 았다.

일차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9가지

가본원칙들을 조합하여 최소화，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전， 당대 해결， 최적화 등

4가지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으며， 이 원칙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을 개발하고， 이 요건들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도

아울랴 마련하였다.

INPRO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O 최소화: 방사성 폐기물 발생은 최소로 유지시켜야한다.

O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전: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전: 방사성 펴l 기물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인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 되 어 야만 한다.

O 당대 해결: 방사성 폐기물은 다음 세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부가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O 최적화: 모든 폐기물 발생과 관라 사이에 상호 밀접한 관계가 INS 설계시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운전 및 장가 안전성이

최적화될 수 있다.

위의 기본원칙으로부터 8항목의 사용자 요건(UR)이 도출되었으며， 각 사용자

요건이 만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22개의 지표(IN)들이 설정되었다. 지표는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각 지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수를 제시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원칙 l(BPl)은 발생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및 기술들이 설명되어

있으며， 다섯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았다. 기본원칙 2(BP2)는 보건과 환경 보호에

관해 기술되어 았으며， 두 개의 사용자 요건과 네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원칙 3(BP3)은 다음 세대에 폐기물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각 폐기물

분류에 차후에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달성 가능한 최종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폐기물 형태 포장 최종 처분장 그리고 최종 처분을 위한 안전성 등이

포함되어 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산업화가 가능한 시간 둥이

지표로 제시되고 었다.

기본원칙 3(BP3)은 두개의 사용자 요건과 여섯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원칙 4(BP4)는 폐기물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폐기물 분류 및 예비 처분 관리가

기술되어 있고， 두 개의 사용자 요건과 아홉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 관리 분야의 INPRO 평가 예로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DUPle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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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네 개의 안전 원칙에 대해 7개 항목의 사용자 요건을

도출하고 있으며， 또한 각 사용자 요건아 만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4개의

지표들이 설정되어 았다.

마. 핵비확산성 분야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 개발은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에 처음 발간된 마PRO 방법론

(IAEA • TECDOC-1362 : Guidance for the evaluation of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에 근거 하여 DUPlC기술에 대한 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은 R애PRO 방법론을 DUPlC 핵연료 제조분야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INPRO 방법론을 이용한 핵확산 저항성의 평가를 위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IAEA-TECDOC-1362에 제시된 핵확산 저항성 평가방법론은 평가에 필요한

모든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았으며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핵확산 저항성 평가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평가 주요 요소를 강조하다 보니

제시하고 있는 5개의 기본원칙(BP)과 5개의 사용자 요건(DR) 간에 연계성이

미비하고 중복적인 요구사항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DUPlC 기술에 대한 Case Study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기본원칙과 5개의 사용자

요건을 수정 ·제안하였으며 이 결과는 2004년 12월 IAEA-TECDOC-l434

(Methodology for the assessment of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l] 로서 발표되 었다.

IAEA-TECDOC-1434에 기술된 수정·보완된 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의 평가연구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수행되 었으며 (Extended case study on the whole DUPlC

fuel cycle in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rea base on the IAEA-TECDOC-1434),
연구결과는 2006년 4월 머EA에 제출되었다.

2004년 12월에 발간된 머EA-TECDOC-1434에서는 핵확산저항성 평가분야에

있어서 2개의 기본원칙 (BP) ， 5개의 사용자 요건(UR) ， 7개의 지표(IN) 및 30 여개의

변수(V따iables) 를 핵확산 저항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로 제시하고 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행한 종합적인 Case study 결과 일부 사용자 요건 및 지표 간에

중복성율 발견하였으며 평가를 위한 세부 변수들의 나열보다는 평가 주요 요소를

지표로서 명시하고， 지표 산하에 평가를 위한 평가 파라메터(EP)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파EA- TECDOC-1434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던 원자력기술의

핵확산 전용 가능성 평가 동 일부 평가요소를 추가하여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5는 한국측이 제안한 평가항목체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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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종합적인 핵확산 저항성올 평가하기 위하여 2개의 기본원칙， 5개의

사용자 요건 및 14개의 지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명가방법론의 개선사항은

2006년 4월에 때EA에서 개최한 우리나라의 DUPle 기술을 기준으로 한

핵확산저항성 평가 연구결과의 종합적 검토를 위한 기술회의에서 대부분

채택되었으며， 일부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보완 작업이 권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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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측이 제안한 평가항목체계

우리나라가 수정， 제안한 핵확산저항성 평가 방법론의 주요 내용옹 다음과 같다.

Basic Principle 1 :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sb떠lbe

implemented throughout the fu1J life cycle for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to help ensure that INS will continue to be an unattractive means to acquire

fissile material for an nuclear weapons programme.

User Requirement 1.1 : The attractiveness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technology in an INS for a nuclear weapons programme should be low. This

includes the attractiveness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 that could credibly be

produced or processed in the INS

Indicator 1.1.1 : Material quality

Indicator 1.1.2 : Material quantity

Indicator 1.1.3 : Material form

Indicator 1.1.4 : Nuclear technology

User Requirement 1.2 : The diversion of nuclear material should be

reasonably difficult and detectable. Diversion includes the use of an INS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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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introduction, production or processing of undeclared nuclear materials.

Indicator 1.2.1 Accountability

Indicator 1.2.2 : Applicability of CiS measures

Indicator 1.2.3 : Detectability of nuclear material

Indicator 1.2.4 :Difficulty to modify the process

Indicator 1.2.5 : Difficulty to modify facility design

User Requirement 1.3 S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and its implementation should be adquate to fulfill

international standards

Indicator 1.3.1 : S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to fulfill international standards.

Indicator 1.3.2 : Facility/Enterprise undertakings to provide PR

Basic Principle 2 Both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are

essential, and neither shall be considered sufficient by itself.

User Requirement 2.1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should incorporate

multiple proliferation resistance features and measures

Indicator 2.1.1 : The extent by which the INS is covered by multiple intrinsic

features. Extent is the fraction of plausible acquisition paths. It is understood

that each acquisition path is covered by appropriate verification measures.

Indicator 2.1.2 : Robustness of barriers covering an acquisition path

User Requirement 2.2 The combination of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compatible with other design considerations, should be optimized(in

the design/engineering phase) to provide cost-efficient proliferation resistance.

Indicator 2.2.1 Cost incorporate those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 which are required to provide proliferation resistance.

핵확산저항성 평가를 위한 상세한 평가 요소는 본 보고서의 제 3장의

예비평가표에 제시되어 있다.

러시아 (Mr. Psh빼in)는 우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핵확산저항성 명가를

위한 사용안내서를 개발하고 있다. 사용자 안내서의 개발은 초기의 계획보다는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2006년 6월까지 초안의 작성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가 작성중인 사용자 안내서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의

개선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2어6년 4월에 개최한 핵확산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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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론 검토회의에서 제시된 일부 보완사항을 감안하여 작성하고 있다. 상기

기술검토회의에서 사용자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이때

제시된 사용자 안내서의 주요 내용 및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 1 장 Introduction

제 2 장 : General Approach

2.1 Overall structure of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s,

Indicators and Evaluation Parameters!Input data

2.2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

(with full explanation of terms - material is currently in the

Annex of the draft PR section of the Manual and the Korean

case study)

2.3 Indicators and Evaluation Parameters

(with full explanation of terms - material is currently in the

Annex of the draft PR section of the Manual and the Korean

case study)

제 3 장 : Data Gathering

3.1 : Country Profile

(including the political non-proliferation history)

3.2 : IT애S description

제 4 장 : PR Assessment Methodology Implementation

4.1 Evalu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User Requirements, indicators

(Create subsections for each BP, UR, Indicator)

(Acquisition Path Analysis is required for evaluation of IPR1.2.2,

IPR 1.2.3, and IPR 2.1.1)

(Include Acquisition Path Analysis in a subsection and cover the

following sub-topics : Possible target identification, Concealed

diversion paths identification)

(Use standard IAEA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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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Presentation of Results

5.1 Summary of results

5.2 Recommendations

References

Attachments

Annexes

A. Illustration of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A.l : INS based on DUPle technology <tentative)

바. 인프라 분야

해당 사용안내서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처음 수립하거나 기존의 계획을

유지·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역 (또는 전 세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INPRO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프라를 평가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용안내서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 보다는 기존 또는 계획된

인프라를 평가하는 데 그 지침을 제공한다. 본 사용안내서는 평가자로서는 인프라

분야 전문가이거나 머EA， OECD/NEA, lEA 등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INFRO 평가를 통하여 계획된 원자력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이러한 적정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수행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다.

INFRO에서는 인프라 분야에서도 혁신개념의 도업을 권장하고 있다. 혁신이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이나 국제 차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따라서

혁신개념의 도입에 따라 인프라에의 투자를 최적화하고 이의 효율성을 중대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가의 국가적 독립성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 옵션들의 평가를 통하여 또한 최적 INS 및 바람직한

혁신사항들을 보다 상세히 규정지울 수 있도록 하여줄 수 있다.

INFRO에서 인프라(Infrastructure)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국가가 INS의 성공적인 도입， 확대 및 운전을 위하여 이 발전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제도들이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제도들은 법적 및 제도， 산업， 경제，

샤회-정치 체계 및 규제기관들을 포함한다. 법적 및 제도 인프라는 법적 체계 및

규제 가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 및 경제 인프라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협조하는

데 필요한 산업적 능력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정치 인프라는 대중 이해 빛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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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인프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가 내의 3대 제도 또는 영역은

그 역할 및 의무에 따라 정부， 운영자(사용자) 및 산업체로 구분된다. 펼요한

인프라는 원자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영역들의 의무사항들로부터 비롯한다.

따라서， 본 사용안내서에서는 각 기관이나 영역의 의무사항들을 기술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인프라를 기술， 고려하고 았다.

예를 틀면， 원자력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장기 원자력 에너지 개발계획 착수

원자력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계획 수립 (원자력 시설 운영자후보 공동)

- 양자/다자간 협정 및 국제협정 체결

허가 및 규제 가관 설립

대규모， 큰 중량의 원자력 부품 수송-을 위한 도로 교량 및 항만시설 제공

국내 산업체 참여정책 결정 (산업체 공동)

• 자금 보조 (운영자 공동)

등을 들 수 있다. 상가의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적절한 법적 체제와

자격 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저l도적 체제로 이루어지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프라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체계의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진다.

원자력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의무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사업으로는 법적 및 제도 체계의 개발， 모든 국가계획 수립， 특히

인력 및 국가 산업 참여의 개발 등이 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원자력 법적

체계는 안전 및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같이 지역적이거나 국제적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원자력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은 외부 전문가냐 국제가구(예，

파EA， NEA, lEA)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적어도 규제기관의 일부 기능은

외국 기관의 전문가나 국제기구로 부터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하여 수행할 수

었다. 또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전문기관과 같이 정부 인프라의 사회-정치 하부 인프라는 국가적뿐만 아니라

지역적 또는 국제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운영자의 의무사항들 중의 일부는 국가적 사업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사업은

공급시장 조사， 계약방식， 입찰 신청 준비， 입찰 평가， 재원 확보 협약， 대중 이해

및 부지 평가와 같이 상업성 관련 사업으로서 정부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외의 운영자의 모든 의무사항들은 외부 협조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 프로그램의 기획과 관련하여 운영자는 국제기구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산업체의 의무사항들은 원자력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국가 산업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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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가 정책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 정책은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가능한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인프라 체계의

참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 착수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국가 참여로 국한되어지나， 프로그램의 수행과 함께 나머지 2 가지

체계의 참여율이 증가하게 된다.

요약하면， 원자력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의 기관이나 영역 (정부， 운영자，

산업체)이 각자의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인프라에

투자하는 규모는 해당 국가의 국가적 인프라 체계보다는 지역적 또는 국제적

체계의의 참여율에 크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규모 및 국가 참여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최초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약 15년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소요 기간의 거의 반은 기획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후속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기획 및 건설 기간을 매우 단축사킬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프로그램을 착수하는 국가로서는 충분하고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핵연료주기시설과 같이

INS의 구성요소를 추가하려는 국가의 경우에도 충분한 기획이 펼요하다.

원전을 설치하는 경우 기획 단계에서 해당 국가， 지역 또는 세계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원자력의 기여도가 결정되어야

한다. 원자력의 최적 기여도는 다양한 시나라오에 근거하여 원전의 용량 규모 및

설치일정계획 둥의 형태로 주어진다. INFRa 방법론의 전체론적 접근방법 (holistic

approach) 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INS를 구성하려면 국가， 영역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설립계획 유무에 관계없이 선·후행 핵연료주기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INFRa INS 평가를 위해서는 완전한 INS에 대한 정의가

입력으로서 필요하다.

또한 계획된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 산업의 능력이 파악되어야 하며，

국가 산업의 참여에 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 공급 여건을 포함하여

원자력 프로그랩을 수행하는 데 펼요한 재정 요건이 압력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원자력 관련 법적 체계， 원자력 안전 책임기관의 능력，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둥 제도적 조처에 관한 정보도 또한 인프라 평가에 업력으로

필요하다. 일반 대중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의견 조사를 수행하여 원자력

프로그램의 수용 정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입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안내서는 상기의 검토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사용안내서는 1개의

기본원칙<BP) ， 4개의 사용자 요건(UR)， 14개의 지표(IN) 및 31개의 평가

파라메터(EP)로 구성되어 있다. INFRa 방법론을 적용한 인프라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적절하게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평가인자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파라메터(EP)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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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의 INS 예비평가

1. 한국의 원자로/핵연료주가

INPRO 공동연구에서의 주요 수행내용인 INS 평가는 참가국별로 설정한 자국의

원자로/핵연료주기 전략에 의한 사나리오 연구 결과를 가초로 한다. 이 시나리오 연

구는 세계적 (global) 및 국가별(national) 시냐리오 연구로 수행되어진다.

이 시나리오 연구에서는 우선 참가국별로 국내 에너지 수요 예측， 원자력

개발계획 및 인프라 현황 등을 기본으로 하여 21세기 동안의 원자력 수요‘공급을

예측한다. 이러한 장기 원자력 수요·공급 예측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공동연구에서의 INS 평가 대상인 고속로 및 관련 폐쇄핵연료주기 시스랩에 대한

기술개발 수준 및 계획을 고려하여 참가국별로 수립된 기존의 원자로/핵연료주기

시스램에의 최적 도입시나리오를 결정한다. 본 공동연구에서는 참가국별로 수행한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세계적 및 국가별로 에너지 수요.공급 측면에서 INS

도업의 펼요성 및 기여도를 예측하고， 또한 INS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항목을

공동으로 구상하고자 한다.

한국은 선행핵연료 주기의 경우 연료가공기술 등은 상업규모 운영 및

설계기술을 확보해 있는 반면， 후행핵연료주기의 경우 현재 연구개발 중에 았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확고하게 원자로/핵연료주기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았지

않은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본 시나리오 연구를 위하여 원자로로는 국내개발 중인

KALIl\!IER를， 관련 핵연료주기는 국내 경수로 (PWR 및 CANDU)와 KALIMER를

연계하여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폐쇄핵연료주기를 설정하였다.

국내 고속로의 국내도입시기는 2030년경으로 가정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로는 건식재처리(pyroprocess)를 채택하였다. INS 개발의 목표는 현 국내

액체금속로 개발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및

비핵확산성으로서 이는 제 4세대 원자로 개발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INFRO 공동연구를 위하여 가상적인 시나리오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사나라오 연구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지 않

고 바로 저장처분하는 경우(once-through) (case 1), PWR을 2030년부터

KALIMER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경우(case 2)와 전적으로 대체하는 경우Cease 3)

의 3가지 시나라오를 가정하였다.3가지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2001 년부터 2100년

까지 1세기 동안에 축적되어지는 사용후핵연료량과 마이냐 액티나이드(MA)양을 비

교 · 분석함으로써 KALIMER 도업에 따른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량의 감소

효과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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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의 전력수급실적 2015년까지의 장기전력수급계획 및 이후 2100년까지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가정하여 장기전력 수요를 예측한 결과， 2100년

원자력발전 수요량은 58.8GWe~로 전망되었다.

시나라오 연구의 결과는 KALIMER의 도입을 통하여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량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30년 KALIMER 도입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을 통한

KALIMER에서의 핵연료로서의 활용 증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량이

감소하여 2090년경 이후로는 저장처분량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고준위 폐기물인

MA의 저장처분 경우에는 KALIMER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2080년경 이후로는 그

저장처분량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사나리오 연구 결과는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및 핵연료주기 전략 연구， 국내 핵변환로 개념연구 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음 쪽에는 INFRO 공동연구 제 3차 과학기술회의(STC)에 제시된 한국측 연구

결과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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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RO - Joint Study
Korea National Case

1. Introduction

Recently, international programs to develop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including both reactors and fuel cycle technologies, have been initiated under the
names of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 and the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FRO)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Korea has been participating in
both programs as well as performing its own comprehensive R&D programs. As
a result of all these vigorous research activities,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in most countries will consist of various mixes of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 technologies, in order to prepare for increasing energy consuming in the
future and to contribute sustainable growth toward a better quality human
beings life.

Korea also continues to develop the future nuclear energy power system with
the targets of economic competitiveness, reduction of environmental burden
through waste minimization, sustainable resource utilization, technical feasibility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To meet these targets, several different reactor
types , such as the sodium cooled fast reactor (SFR), the very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VHTR) and the accelerator driven subcritical system (ADS) ,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various nuclear fuel cycles are studied in Korea.
As one of them, the design concept of KALIMER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National Medium- and Long-term
Nuclear R&D Program.

KALIMER is a pool type, sodium cooled fast reactor (SFR). It is loaded with
metal fuel recycled from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spent fuel. In
connection with the nuclear fuel cycle, DUPIC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scenario involving partial recycle of PWR spent fuel (SF)
materials in CANDU PHWR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reactors is also
investigated in Korea. However, here we mainly investigate the connection of
PWR and KALIMER for INFRO Joint Study.

2. Scenarios and Evaluation for INPRO Joint Study

Reprocessed PWR spent fuel is used in KALIMER. The KALIMER spent fuel is
also reprocessed and continuously self recycled.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nuclear scenarios are adopted and the total amount of accumulated spent fuel
and minor actinides are evaluated for a period from 2001 to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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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l Once-through strategy

The spent fuel from PWR and CANDU is directly disposed.

ωse-2 Partial deployment of KALIMER;

PWR spent fuel reprocessing begins in 2020. PWR will be gradually replaced
with KALIMER from 2030. Then KALIMER will reach the 21% fraction of total
nuclear energy demand in 2100.

Case-3 Full deployment of KALIMER;

PWR spent fuel reprocessing begins in 2020. KALIMER is deployed gradually
instead of PWR from 2030 and then will reach the 76% fraction of total nuclear
energy demand in 2100. All new constructing plants to meet the demand will be
KALIMER after 2090.

2.1 Electric Growth in Korea

In 2005, 16 PWRs and 4 PHWRs are in operation in Korea. The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by nuclear energy was 13,716 MWe in 2000, 17,716 MWe in
2005 and will become 25,237 MWe in 2015 according to the Korea long 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lan. The yearly growth rate of nuclear capacity
between 때00 뻐d 2015 years is about 4.3%. The nuclear sharer will be about
33.0% of the total generation capacity of electricity in 2017. When we assume
the yearly growth rate after 2015 is 1.0%, the nuclear power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to 58.8GWe in 2100. Figure 1 shows the nuclear electric energy
demand grow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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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clear electric grow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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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ssumptions

The DYMOND code is used in this analysis. This code employs the ITHINK
dynamic modeling platfonn to create lao-year dynamic evolution scenarios for
postulated nuclear energy systems based on the nuclear energy demand growth.

The reactor life time is assumed to be 40 years for both PWRs and CANDUs,
and the life time of KALIMER is assumed to be 60 years. In this scenario, all
CANDU PHWRs are assumedto be shutdown after their life time and there will
be no more CANDU construction thereafter.

Table I shows the assumptions and the typical data of PWR and CANDU, and
assumptions used as input data for nYMOND code analysis.

3. Result

According to the scenarios evaluation results, the material inventories are
summarized in Table 2.

Figure 2 shows the SF accumulation when the once-through strategy and
no-reprocessing is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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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cumulation of Spent Fuel in Case-l

Figure 3 displays the fraction of each power plant occupied within the total
nuclear energy demand. It is assumed that CANDU reactors will not be
constructed any more and be retired in 2045.

The amount of spent fuel reduction for Case-2 and Case-3 can be found in
Figure 4 and Figure 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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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ssumptions used in analysis

Items PWR CANDU KALIMER

Power(GWe) 1.00 0.7 0.6
Load Factor 0.85 0.85 0.85
Burnup (GWthD/t) 40 7 93.9
Thermal Efficiency 0.35 0.35 0.393
Fuel Cycle Length (years) 1.5 0.7 1.67
Number of Batches 3 4
Fresh Fuel Fraction
- Pu 0 0 0.1981
- MA 0 0 O.어66

- U 1.0 1.0 0.7945
Spent Fuel Fraction

- Pu 0.01201 0.01201 0.1728
- MA 0.00125 “ O. 00149 O.어63

U 0.93500 O. 93500 0.7286
Reprocessing Method

f
Pyro

1
Pyro Pyro

Capacity(ktHMIyr) 0.5 0.1 1.0
Ex-core time (years) j

••[

Construction ~‘ 4 ~-- 4 4
- Enrichment 1 --<"~ 0 0
- Fabrication 1 작'" 1 2
- Cooling ιo:.-?~ 5 、、% 5 5
- Reprocessing 1 l

J 1

Reactor Life (years) ."""" 40 40
‘+'

60

Others /r JY 、ι、반
Typical CE type Operation only

TRU burnerPWR until 2045

Table 2. Inventories of materials in nuclear fuel cycle

Unit (kilo tons; kt)

Case Year Total SF U in SF Total Pu Total MA Total FP
2035 29.7 27.7 0.36 0.04 1.6

Case 1 2050 44.1 41.2 0.53 0.06 2.3
(Oncgeh-t)hou 2070 61.6 57.6 4 0.74 0.08 3.2

2100 94.0 87.9 1.1 0.12 4.9
2035 13.4 12.5 0.15 0.04 1.6

Case 2 2050 11.5 10.7 0.30 0.06 2.3
dep(Plo따ymti머ent) 2070 6.4 6.0 0.46 oωm 3.2

2100 8.7 8.1 0.51 0.10 4.8
2035 13.4 12.5 0.15 0.04 1.6

Case 3 2050 11.4 10.7 0.24 0.05 2.9
d밍‘샤이m‘피빼 2070 5.0 4.6 0.01 0.0 9.7

2100 0.0 0.0 0.0 0.0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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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hows the amount of Minor Actinides (MA) disposed as high leve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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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ccumulation of MA

In conclusion, as a result of PWR!KALIMER coupling scenario, it is found that
the amount of domestic spent fuel from PWR and CANDU can be drastically
reduced when KALIMER is deployed from 2030 until 2100.The amount of P찌TR

spent fuel will not be increased any more. And the amount of minor actinides
(MA) disposed as high level is decreased to zero, if KALαffiR is replaced
instead of PWR completely.

The result of PWR/KALIMER coupling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management of domestic PWR spent fuel, fuel cycle study in pursuit of
reducing spent fuel storage and high leve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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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간 원자로/핵연료주기 개발특성 분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NS 평가는 참가국별로 책정한 자국의

원자로/핵연료주기 전략에 의한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다. 참가국별로

결정된 가존의 원자로/핵연료주기 시스탱에의 최적 INS 도입시나리오 결과를

사용하여 세계 및 국가별로 에너지 수요 · 공급 측면에서 INS 도입의 필요성 및

기여도를 예측하고， 또한 INS , 평가를 통하여 INS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항목을

공동으로 구상하는 데 었다.

가. 국가간 원자로/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전략

표 3은 참가국별로 설정한 INS 개염 및 기술개발 전략을 요약하였다. 공동연구

참가국들은 아시아와 유럽에 았는 국가들로서 세계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로 개발부터 시작하여 원형로， 실증로로

이어지는 고속로 개발 및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의 개발 성숙도에서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속로는 현재 원자력계가 직연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자로형이란

점에서 다른 노형들과 비교하여 그 개발 측면에서 더욱 복잡하다. 현재 고속로

개발 참가국가들이 자국의 우선 순위 및 선호도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 INS 개념을

살펴보면， 원자로로서는 소륨 냉각， MOXl금속핵연료 사용 고속로가 주종이며，

핵연료주기 시스템으로서는 MOX 핵연료 재처리로는 선진 습식재처리， 금속핵연료

재처리로는 건식 재처리 (pyroprocess)가 주종임을 알 수가 있다.

표 3. 참가국별 원자로/핵연료주기 및 기술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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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 선두개발국가로서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기술 개발경험이 풍부한

프랑스와 러시아는 기보유기술인 MOX핵연료 사용 선진습식재처리를 설정한

반면에， 고속로 개발계획을 늦게 착수하고 기술개발 경험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금속핵연료 사용 건삭재처리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고속로 실험로를 보유하고 원형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독자적인 핵연료주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처음 MOX핵연료에서 최종적으로는 금속핵연료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았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확립단계에 이는 소륨냉각 고속로 이외에 개스냉각 고속로를 추가로 INS 개념으로

설정하고 었다. 특히， 고속로 개발경험이 풍부하고 매우 다양하게 노형을 개발하고

았는 러시아는 소륨냉각 및 납합금 냉각， MOX!질화물 핵연료 사용 고속로를，

재처리로는 습식 및 건식 재처리를 동시에 채택하여 매우 다양한 INS 개념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다.

고속로의 도입 시기를 살펴보면， 원형로/실증로는 2020년경， 상용로는

2030년경으로 세계적으로는 2030년 전후로(러시아는 2020년， 프랑스， 중국은

2035년) 고속로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건설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은 실정으로 단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액체금속로 기술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원형로/실증로 도압시기를 2030년경으로

설정하였다.

R‘S 개발 목표는 공통적으로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인화성 및

핵비확산성으로서 현재 차세대 원자로 개발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한펀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INS를 개발하기 위한 R&D 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원자로 분야에서는 고증식비， 핵연료의 고연소도， 마이나 액티나이드(MA) 감소를，

핵연료주가 분야에서는 재순환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량 감소를 각각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고속로 건설계획을 활발히 추진 중얀 인도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건설공기 단축을 하나의 R&D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R&D사항들은 향후 국제협력 R&D사항들로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동연구에서는 향후 50년 - 100년 이후와 같이 장기적인 전망의 관점에서

INS를 평가하여 각 참가국가에만 해당하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모든

참가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특성 및 이에 펼요한 R&D항목을

도출하고 고속로를 비롯한 다른 노형을 망라한 원자력개발 인프라를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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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간 INS 도입시나라오 분석

그림 6은 공동연구에서 세계 시나리오 모델로 채택한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B2 시나라오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시나라오는 IPCC가 세계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전기， 열 수소 음용수 등의 생산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시장수요를 결정하는데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시나라오이다. 이 시나라오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의 세계 고속로를 사용한

원자력 에너지 수요를 300 - 500 GWe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경 고속로가 도입된 이후로 원자력발전 용량면에서 경수로 다음으로 큰

바율을 차지하며， 그 고속로의 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고속로를 도입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용량 증가에 따른 천연 우라늄 소요랑 증가를 낮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21세기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INS로서 고속로 및 관련

폐쇄핵연료주기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INFRO 공동연구의 시나리오

연구를 통하여 고속로와 관련 폐쇄핵연료주기(CNFC-FR) 시스템은 2050년경

300-500 GWe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력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원으로서 매우 유망한 INS엄을 결론지었다.

그림 7-9은 각국별로 시나리오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INS 도입시나리오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고속로 도입을 통한 고성장의 원자력 에너지

시나라오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그립 7과 8). 프랑스의 시나라오 연구에서는 기존

세대의 원전을 수명 연장을 고려하여서 2020년경부터 제 3+세대의 EPR(European

Pressurized Water Reactor)로 대체하고， 2035년 -2040년경부터는 제 4세대 고속로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도입시나라오를 설정하였다(그림 9).

한편， 러시아의 시나리오 연구에서는 고속로를 INS로 하여 열중성자로롤 포함한

다양한 노형을 조합한 최적 도입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9는 2030년까지의

원자력 개발계획을 보여준다. 이를 기초로 하여 2100년까지의 시나라오 연구를

통하여 노형별 발전용량 천연 우라늄 소요랑，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등 매우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0은 시나리오 연구 결과로 제시한 최적

도입시나리오로서 이 연구 결과는 원자력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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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S 예비평가

가. 겸제성 분야

앞서 수행한 원자로/핵연료주기 시나랴오에서 가정한 INS 도입을 기본으로 하

여， INFRO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를 적용하여 6개 분야별로 INS 개념을 평가

하였다. 핵비확산성 분야의 사용안내서는 평가 수행 당시 최종안이 작성되지 못하

여서 이 분야에 대한 예비평가는 작성 중인 안을 기초로 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INS 예비평가는 국내 현황 및 기술 수준에 의거하여 국내 가용자료 및 평가기술

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다. INFRO 평가방법론 적용을 통하여 방법론의 개선 · 보완점

을 도출하는 것이 부 목적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 간 interface 협의를

통하여 자료 제공 및 분야별 평가범위를 설정하였다.

분야별로 평가한 내용 및 주요 결과는 영문으로 작성된 평가표에 수록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핵비확산성 분야의 경우에는 사용안내서 미비로 타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마련 중인 평가표에 의거하여

작성한 결과로 대체하였다.

INPRO에서 설정한 경제성 평가의 기본원칙은 혁신원자력시스템(INS)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제품， 서비스가 이용가능(available)해야 하며 그 비용도

경제적으로 감당할(affordable) 수 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4개의 사용자 요건(UR1.I-UR1.4)이 있으며

각각의 사용자 요건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판단기준(CR)， 지표(IN)，

허용한계(AU가 정의되어 았다.

INPRO 경제성 분야에 정의되어 있는 지표는 시스템의 총비용， 투자비， 수익률，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환경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평가방법의 우열에 상관없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예상되는 비용 혹은 가격을 추정하는 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개업된다. 특히

개발초기의 시스램， 혹은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구현이 예상되는 시스템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INPRO에서 제시된 경제성평가 방법은 경제학에서 투자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때 널리 사용하고 았는 방법으로 방법론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부

지표들의 경우 미래의 기술을 평가하는데 실제 적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펼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성평가 지표 가운데 가장 포팔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지표 IN1. I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혁신원자력시스템과 경쟁발전기술의

평준화발전단가를 구한 후 이를 서로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원자력시스템을 이루는 주요 설비(혹은 공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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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투자비， 건설 공기， 운전유지비， 연료비， 운전 효율， 물질 흐름 둥의 기술-경제

자료가 요구되지만 대상혁신시스템이 개념을 정립해나가는 단계인 미래 기술임을

감안한다면 현 단계에서 선뢰성 있는 자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벼교 대상이 되는 타에너지 기술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현

단계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제성 자료는 대부분 u] 래에 대한 많은 가정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이 제시한 목표값에 불과하다. 만약 이러한 목표값을 사용하여 비교평가를

수행한다면 그 결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기술의 우위로 나타날

뿐이다. INFRO방법을 사용하여 프랑스에서 수행한 경제성평가의 경우 비교적

신뢰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EPR을 대상으로 가스복합화력 기술과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준용하여 미래 발전기술인 KALIMER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었다.

나. 안전성 분야

(1) 원자로

원자로 분야의 INFRO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안전 기본원칙은

향상된 섬층방호 개념의 반영， 고유 안전 특성과 피통 계통의 반영， 방사션 조사로

인한 위험성의 감소，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안전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된 14 항목의 사용자 요건(UR)과 38개의 안전 지표(IN)에

대한 KALIMER 원자로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원자로 안전

측면에서 안천 원칙 1, 2, 3과 관련된 사용자 요건과 안전 지표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으나， 원칙 4와 관련된 사용자 요건 4.2와 4.3은 만족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예비평가에셔는 평가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적절한 가정과 자료가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INFRO에서

제시된 평가방법은 INS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INPRO의 목적은 미래 혁신원자력기술의 사용자 요구사항올 개발하여 시스템

개발에 지침을 주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입력자료에 근거하여

INS의 경제성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것 보다는 동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는

미래시기와 지역에 활용 가능한 타분야의 경쟁 기술에 대한 전망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하는 것이 펼요하다. 결국 혁신원자력시스템의 활용여부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될 것이므로 활용의 전제조건은 타기술에 벼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망을 통해 도출된 정쟁기술의 경제성 전망치는 혁신시스템이

미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펼요조건， 혹은 경제성 목표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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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KALIMER 설계와 관련된 전산 코드의 불확실도 평가와 스케일링 효과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소형 pilot 시설이나 실증시설을 이용한 연구 개발 계획을 수럽하여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원자력시스템 (INS) 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올

것이다.

(2) 핵연료주기시설

선행 및 후행 핵연료주기시설을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가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국은 선행핵연료 주기의 경우 핵연료가공기술 둥은

상업규모 운영 및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후행핵연료주기의 경우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다. 따라서 핵연료가공 분야는 본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행핵연료주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pyroprocess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따라서 우라늄광의 채광 및 농축과 관련한 분야 및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분야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예비평가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재처리 분야 역시 한국은 습식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 배제시켰다.

평가방법론은 운영 중인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에 대한 경험과 차세대

핵연료주기 핵연료주기시설 및 기술적 관점에서 INFRO 평가방법론은 선행 및

후행핵연료주기 기술 및 시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핵임계， 화학적 독성， 화재， 폭발， 작업자의 방사성 피폭 등 기존

기준치 및 개념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본 INS 평가가 2020년 이후 또는

2040년대 도래할 혁신적 원자력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안전성 향상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혁선적인 핵연료주기 기술의 평가 및 이에

합당한 시설의 평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었다. 특히 향후 국제적 흐름이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관점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PUREX

공정 등은 R‘~S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환경성 분야

INPRO의 INS에서 환경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2가지 기본원칙은 기존 원자력

설비들 이하의 환경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원칙인 ‘부(-)의 환경영향 수용가능성’과

고갈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21세기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 부합성’을 가져야 한다.

이들의 평가는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와 물질흐름

분석 (MFA， Material Flow Assessment) 방법을 동시에 활용한다.

LCA 평가에서는 생태계(인류와 기타 생태계)와 무생물자원(토양， 수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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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토지) 그라고 이틀 간의 관계가 포함되고， 영향은 환경에서 변화(물리，

화학， 생태계 변화)， 보건(인체， 동식물) , 삶의 품질 저하(인체， 동식물) , 겸제 피해，

자원의 사용과 고갈， 장기 누적피해 효과 등을 평가한다. 이에 비해 MFA에서는

불펼요한 유해물질의 누출과 같이 자원사용 정도를 평가한다.

시스템의 환경영향은 가동 초창기 안정 상태에 도달하기 전과 안정적인

평형상태에 도달한 이후 투입되는 물량은 차이가 있으며， MFA는 이러한 시스템

수명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LCA 사용을

보완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

평가 방법론과 사용안내서는 우리나라의 비순환 핵연료주기와 D‘S에서의

폐쇄핵연료주기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비된 정보들이 불충분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의 평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총체적 물질수지 자료에 의하면 INS로부터의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INS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선행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순환하는 폐쇄핵연료주기에서 국내 PWR 및 CANDU를 이용하여 1 GWa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화학적 독성원소， 질량 및 부피 각 폐기물

형태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둥이 미리 정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INS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폐기물로부터의 피폭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방사성 핵종의 도달 경로， 도달경로 내의 결정그룹， 음식물 도식도 등과 같이，

표준인 및 기준 환경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INS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선행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O 발생량 추정: 현존 핵연료주기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과 비교하기

위하여 INS의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단위전력생산량 당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추정하여야 한다. 개략적인 INS의 흐름도와 핵연료물질을 기준으로 한

물질수지가 마련되어 있으나， pyroprocessing(건식 재처리)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주요 방사성 폐기물의 특성과 물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들이 필요하다.

핵연료집합체 : 평균연소도에 따른 냉각시간별 구성물질의 양과 방사능，

붕괴열량， 중량 등

- 핵연료 : 평균연소도에 따른 냉각시간별 장반감기 핵종과 핵분열물질들의

양， 방사능， 붕괴열량， 무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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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향후 우리나라 INS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선행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순환하는 핵연료주기에서 국내 PWR 및 CANDU를 이용하여 lGWa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화학적 독성원소， 질량 및 부피， 각 폐기물 형태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등이 미리 정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방사선 피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NS로부터 방출되는 장반감기 핵종들의 관리 방향도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o Pyroprocessing: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세부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처리기술을 접목시켜

생산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 비방사능， 붕괴열량 둥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처리대상 핵연료의 특성 ; 평균연소도， 냉각기간

- 처리공정도와 물질수지 및 폐기물관점에서 본 세부공정별 효율

- 기체폐기물의 처리 후 방안 선정 : 포집 후 안정한 동위원소로 변환 또는

포집 안정화 장기저장 후 처분 등

- 처리 및 안정화 방법 선정 : 고열량 핵종의 분리-장기저장 후 처분 또는

분리-변환， 장반감기 핵종의 분리 후 연소 또는 분리-장기저장 후 처분 등.

O 처분: 대상 폐기물의 처분 시기와 방법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0년부터는 처분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될 바가 없지만，

고준위폐기물의 경우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려면 아직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허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가용 처분방법， 처분부지 등을 가정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방사성 폐기물 관점에서는 원자로로부터의 방출 후 향후 백만년

정도까지의 냉각기간별 변화， 집합체 전체의 구성 물질 등의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INS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장반감기 핵종들은 초우라늄(TRU) 계열에 속한

다. 우리냐라에서 폐기물은 규정상 저준위와 고준위 폐가물 두 범주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처분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 핵비확산성 분야

러시아 주도로 수행중인 핵비확산성(또는 핵확산저항성) 평가 분야의 사용자안내

서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2애6년 5월 현재 초보적인 초안이 개발되어 있

는 상태이다. 따라서， IAEA에서 개발된 사용자안내서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 원자력

시스템의 핵확산저항성 특성을 평가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현재 핵비확산성 평가 방법론은 한국이 중심이 되어 개발되고 있다. 한국이

DUPle 기술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06년 4월에 IAEA 기술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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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을 기반으로 사용안내서가 개발되리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의 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을 이용하여 INS의 핵비확산성을

평가할 수 았다고 본다.

바. 얀프라 분야

일반적으로 인프라 평가에서 쩨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표(IN)와 허용한계 (AU

및 평가 파라메터CEP)들은 평가 적용에 합당하게 설정되어 있다. INPRO 인프라 평

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는 한국처럼 추가로 INS 도입을 계획하는 경우에 국내의

가존 인프라에 대한 적합성 확인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수행사항

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고 있다.

INS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로 관련한 규제업무 경험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고

속로와 핵연료주기 관련한 규제기관의 기능을 추가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편， 정부가 승인한 고속로 건설계획 및 관련 폐쇄핵연료주기 전략이 수립되어있지

못한 실정으로서 INS 개발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들을 포함하

는 확고한 정부의 원자력 개발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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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economics

B~ic Principle (BPI): Energy and related products and ser끼ces trom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shall be affordable an
available.

User
(UR)

Criteria

E val u a t i 0 nlP'a:a';;ete;s '(EP) v "IAcceptability

~ ina ~I 뀐따l

~.c~ep，tra， ncel않픔협?앓tl Assessment
Limits (AL) ’

Remarks

UR 1.1 The cost of
ener.잉I from IIN1.1.1.1: cost of
innovative nuclear IInuclear energy, CN
systems, taking all ’
relevant costs and
credits into account,
CN, should be
competitive with that
of alternative ener，잉Y

sources, CA that are
available for a given
application in the
sαne time frame and
geographic region IIN1.1.1.2: Cost of

energy from
alternative sourc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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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regarding fuel
cycle costs
including
pyroprocess,
indicator 1.1.1
IS not
evaluated.



Table 4.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economics (continued)

Basic Principle (BPI): Energy and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trom innovative nuclear enζrgy systems shall be affordable andl
available.

User
(UR)

C끼%꺼a 1만

E val u a t i 0 nl
Par없nete심 7Epi ν “ IAcceptability

! _! __~ 8 "~I 뀐nal
A c c e p t a n c e|0fidiIa삶‘I Assessment
Limits (AL) I
AL1.2.1.1:

Remarks

EPl: Internal rate
of return, IRRN N/A Because of

적"<←
IRRN > IRRUMIT insufficient

-、 informationXιt

regarding fuelUR 1.2 IIN1.2.1: Financial ‘’‘ cycle costs
」‘

total investment Ifigures of merit ./"i, N/A includingThe total investmen
/~ --,

AL1.2.1.2:
{

pyroprocess,required to design,
EP2: Return on

indicatorconstruct, and
Investment, ROIN N/A IN1.2.1 is notcommzsszon

/

./" evaluated.innovative nuclear

f |야‘ι ROb > ROIuMITenergy systems,
including interest

f」;--?Fsrduring construction,
IN1.2.2:should be such that

쏘드←
、、“r Investmentthe necessary EPl: biggest - __ III

cost:investment funds can investment '"" 1450US$/kWebe raised. requirement in INS , L'\fVESTMENTN (Target value)R‘1.2.2: Total INVESTMENTN Yes < Yesinvestment INVESTMENTU

、’ ‘ IMIT
0.87 billi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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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economics (continued)

B~ic Principle (BPI): Energy and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from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shall be affordable and
available.

User Req띠rements
C꺼feria

1 “ Fin a I
FinalAssessment Remarks

αJR) Indicators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tance of Indicator Assessment
αN) Parameters (EP) Limits (AL)

IN1.3.1: -- ‘-' AL1.3.1:

0 ~、{ No Licensing status No
Licensing status 、 f

iζ:ζ >= LicensingLimil
-"'‘!‘-

\
、~"o_‘q

un 1.3 댔f
4μ

、‘ I Licensing
과째η of R‘1.3.2: status: plants
Investment in Project

←-.~ AL1 .3.2: will be
consσuction and Less than 48 month Yes Yes operated by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comnusslOmng Tn =< TCtLimi‘ 2030. No
should be acceptable times

"，끓 풋
/ / licensing

to investors taking / ~
1' / ι actlOn IS In

into account the risk process at
of investment in t

9 ----‘\

『안q

、-=.....::::;:야4션‘’Rjtt
\ this stage

other energy IN1.3.3 ’proJects. Relevant
indicators of the -、‘~ ALl.3.3:
political Yes Yes
environment show Yes
long term support \ Ifor nuclear power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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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economics (continued)

Basic Principle (BPI): Energy and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tram inno얘tive nuclear energy systems shall be affordable andl
available.

User
(UR)

Crite꺼a

E val u a t i 0 01
pa:~e~e~ (EP) v l1 \Acceptability

~ i naJ 뀐없l

A c c e p t a n c elJhdkatoF ‘ I Assessment
Limits (AL) I

Remarks

Lack of cost
information
does not allow
the evaluation

Robustness
can be
calculated
based on the
cash flow
information.

N/A
AL1.4.1:

RI >= 1
N/A

Deviation on the
Discount rate,
construction time,
fossil fuel price, etc.

R‘1.4.1:

Flexibility
(Robustness) of
INS

Innovative energy
systems should be
compatible with
meeting the
requirements of
different markets

U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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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reactor)

BPI: Inst，raαllarthioansndqfe m Irmolatiue NleuucellesarofEpnreortgeyctiSoynstem smll incorporate enfnnced dξfence-in-depth as a part of their fundαmental sq{ety
approach and ensure that the levels of protection in dξfence-in-depth shall be more independent from each other than in existing
installations.
User Criteria ""0,.

Final
Requirements

LAimccietpsta(AncLe)
Assessment Final Remarks

(UR) Indicators (IN) Variables Acceptability of Indicator Assessment

UR1.1: 1.1.1: - Robust Reactor core Yes For at least Yes YES There are two
Instal!<αtions of Robustness of design some of the equivalent steam
an INS shηuld design variables or

、l
generatmg

be more robust (simplicity,
- Number of Yes /' sub-variables systems, and two

relative to margins)
components of the discussed above, passive decay

eXlsting cooling system 1 -「i」 the design of an heat removal
designs

... INS should be systems , which- Improved materials Yes
regarding supenor to provide enough
system and - Simplified designs to Yes existing designs, number of
component minimize failures and .-----...... for the rest it cooling system,
failures as ωell errors should be at and also satisfy
as operatzon. least equal. the redundancy

- Improved design Yes
~//

~‘ of systems. The
margins to 늑낸 reactor shutdown
overstressing and ~， '" I, system is also
fatigue ....".‘ designed to

- Improved quality and
satisfy the

Yes
、“

redundancy rule.
manufacture and The reactor core
construction

-“-;;，o-~::..‘-=--- is designed to be
- Increased redundancies Yes robust with an

of systems

/
experienced PWR

\
and FBR core
design technique
Improved
materials such as
HT9M, and Mod
9Cr-lM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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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nd the
mechanical
design satisfies
the structural
criteria at a high
temperature
condition. The
quality in
manufacture and
construction will
be controled by
improving the
established
procedure for
PWR The
KALIMER
system is highly
simplified by
adopting the
pool-type primary
system and by
minimizing the
number of
pipings , and
actIve
components,
which minimizes
the failures and
errors

1.1.2:
High quality of
operabon

- Increased operating
margms

- Higher reliability self
checking control
system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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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ence of a IYes
clea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prescribed

The roles of
government and
utilities are well
established
through the



Less impact from Yes sufficient experiences of
incorrect human technical PWH design ,

intervention documentation, construction, and

- Improved
manuals, and 。peration. The

Yes

\*
appropnate cun-ent regulation

documentation and traming system will be
training reqUIrements; applied and

- Clear plant I i' Yes - sharing of improved for the
management operating high quality of

organization and experience and operation of a
/ prescribed use of it in new mnovatlve

「

resDonsibilities
，..，.，..키t

designs; nuclear energy

- Sufficient technical - use of advanced
system such as

Yes 록、 KALIMEH. The
documentation control systems reliability of the

- Manuals
and operation andYes computerized f control will be

- Appropriate training Yes ~，
aids to supported by

requirements and operators; establishing
related evaluations - key system required

- Unit capability factor Yes .//
variables documentation

and scram frequency relevant to
‘

such as an

f and a low number of / safety do not 、 ‘、 improved

nuclear events CINES) ./ exceed limits standard technical
acceptable for specification,

- Use of operating Yes
、“""

continued standard safety

엇i experience of other operatlon analysis report,
NPPs - number of and operating

Y incidents with guidelines.

\ / the necessity for
event repoπs

CINES) should
be kept to a
ffilmmum

1.1.3: - More effective and Yes - Confirmation Yes The KAL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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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to
mspect

1.1.4:

Expected
frequency of
f려lures and
disturbances

얹
Y핀鋼m

l않-
m씨
찌

m
-뻐
빠

-[

1

따
-
mp

”
때
-
.
따

뼈

댔
-
(
U”
따

that the
necessary
knowledge
defined above is
available;

-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inspection
program

Demonstration
of design
features to ease
the performance
of inspections.

system IS

designed to allow
an improved
capability for
inspection. An
appropnate
InspectIOn
progran1 will be
prepared based
on the well
established PWR
InspectIOn
program. This is
believed to be
enough for the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plant states.

- less failures or IYes
disturbances per
year and unit in
comparison to
existing designs.

The passive
safety is highly
emphasized in
the design of
KALIl\fER. Thus ,
the use of active
components IS

minimized in the
design of
KALIMER. This
results in a
reduced
frequency of
failure and
disturb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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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Grace period
until human
acbons are
required

1.1.6:
Inertia to cope
with transient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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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period of IYes
at least 30
minutes.

- higher inertia IYes
than in existing
designs.

All primary heat
transport
components are
put into a large
pool. The large
thennal capacity
of the pool
provides a longer
grace time than a
conventional type
of reactor. The
top-tier
requirements of
KALIMER
describe that the
core protectlOn
limits should not
be exceeded for
at least 3 days
without operator
action for design
basis events.

The adoption of
a large pool as a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provides a higher
thennal inertia
and higher
probability to
tennmate
abnonnal events
before entering
into accidents



UR1.2: 1.2.1: - Leak monitoring Yes - demonstration Yes YES The indicators

Installations of Capability of that key system need to be

an INS should control and variables satisfied in a

detect and instrumentation - Loose p따ts Yes 적육 relevant to design of an
intercept system and/or morutonng safety (e.g ‘ NPP

deviations from inherent - Vibration monitoring Yes
flow , preSSUl-e,

normal characteristics temperature,

operational to detect and of RPV internals radiation levels) Seismic

states in order intercept and/or - Diagnostic of rotating Yes do not exceed monitoring and

to prevent compensate machinerY ~‘ 0<'
limits acceptable environmental

anticipated such deviations. ;' for continued impact can be

operational - Chemical monitoring Yes O~ operation and d。 adopted from the

occurrences - Seismic monitoring Yes ‘'"낭 not result in experience of the

from escalating system any short term conventional

to accident consequences PWR.

conditions - Environmental impact Yes affecting nonnal The others
of radioactive releases

..-.z- -_ "'-
operatIOn variables , such as

a leak
monitoring , loose
parts mOnItonng,
vibration
momtonng ,
should be
design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ool-type

‘
reactor.

UR1.3: 1.3.1: Yes _/ - lower Yes YES The event having
The frequency Calculated frequencies of a frequency of
of occurrence of frequency of accidents with occurrence of
accidents occurrence of respect to F는 10-7 is defined
should be eXIsting as a DBE in
reduced. KALl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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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 with design basis comparable design. The PSA
the overall accidents. designs will ensure the
scifety expected
objectives. If an frequency of
accident occurs, f를=二:“ occurrence.
engineered
scifeη features
should be able 1.3.2:

-~ -~- , Yes - grace period of Yes The large pool of
to restore an Grace period at least 8 hours coolant increases
installation of until human for accident the grace period.
an INS to a interventIOn is -“""". sequences ‘ KALIMER is
controlled state, necessary. 「R4『;g

、“~.
being designed to

and satisfy 72 hours
subsequently →，~‘올 of grace time
(where
relevant) to a
scife shutdown 1.3.3:

꺼<
Yes - reliability of Yes The inherent

state, and Reliability of

j/
engineered safety

ensure the engineered safety features characteristics of
confinement of safety features.

‘애N 、
of an INS a SFR eliminates

radioactive should be equal the need of anv
material. “‘「 •.--/

to or superior to active engineered
Reliance on existing designs safety feature
human 놈、e

작ξ
except the

zntervention reliable scram
should be system and a
minimal, and passive decay
should only be ~~←二~) .- heat removal
required qfter ~ 등~‘-‘ --•-“; system.
some grace
period

11.3.4: 1
Yes-X J

Yes KALIMER design
1 deterministically provides multipleNumber of

confinement ,- - at least one barriers
barriers barrier against a preventmg any
maintained. release of radioactive

fission oroducts

59



1.3.5:
Capability of the
engineered
safety features
to restore the
INS to a
controlled state
(without
operator
actions).

1.3.6: Yes

to the
envIronment or
- probabilisticall

y a very low
probability of
failure of 외l

barriers.

- engineered IYes
safety features
in an INS
sufficient to
reach a
controlled state
based on
automatIc
actions within
the grace period
of at least 8
hours. Passive
safety systems
can be equally
capable and
should be
prioritized.

”m

빼
m

J
ω

materials from
escapmg to
envIronment
These barriers
are fuel itself
having a fission
gas plenum, fuel
cladding ,
leak-tight
primary vessel , a
HITS boundary ,
and a
confinement
building.

The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PDRC) and
inherent
reactivIty
feedback
characteristics
provide the heat
removal safety
function and the
reactivity control
function to move
a plant state to a
safe shutdown
mode.

Yes In addition ,
control rod 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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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riticality I I I margm.. IS . I I Iposition ':'Ii!1 be
margins. I I I ~er:e!3'll~ . a,?reed I I Iaccou~!e:I [or,

to 1% .6.k/k 1 Ieven if the worst
including I I Irod happens to
uncertainties I I Ibe the leading
and the worst I 1 Ibank.
single failure in
the shutdown
system.

URl .4: 1 1.4.1: Calculated I -' : =-~~_“'--‘) IYes 1- frequencies for IYes IYes IThe core damage
The frequency Ifre9uenc~ of "I ---',=.0... I ~，/·'I a higl:ly. I Ifrequency (CDF)
of a -major' Im~~or r~lease of I I'、........./" I de~:~de，d c0r,e I JI Is.houl~"qr. lower
reI∞se'of Ira~o~c~iv~ . I I"o~/、육 well below, t~e I .J I~ha:: .19.!:~=yr
radioacnuttymateria1s lnto κ，/‘、뼈띠셔 m뼈
into the"' Ithe containment I / I 'I value .by IAEA Ir I Idesign
containment / I/confinemenr) \St/ of lO a/yr and
confinement of I I" £/" II I ~'_. I plant , taken
an INS due to γ- -.、 니neeπ없ntles

internal events mto accoun t.

should be 1.4.2: t(/ 、.에〉찰 Yes 1- existence of IYes않s I IT까The마뻐h바le conαon따lπt때킹ammen따1πt
educed. Should Natural or 1야와 .-/ I such I I Iis the last barrier

a release I~~a~::~r~ If i" I --- , I mechanisms and I I It~ thengineered 작.... --.... I "i"갖~ I mecnarusms and I I Ito .~he
occuπ the processes / l1 、‘ ,., r I systems I\ ι radioactivity
consequences I::::.u:::'~:-=-: ,,__ : I ': ￥ ~ I I \" 1_~1
L( 1」 b SUu1Clent for !1 숫~ L:--:"':- • I release.

SItuUtu e Il.
mitigated.contrO 1nsg

relevant system
parameters and
activity levels in
coαon따lπ13킹inmen따It/conf

mement

1.4.3: I IYes ./ 1- av허lability of IYes I IA severe accident
In-plant severe I I I pro~edures ， I I Imanagement
accident I I I equipment and I I Iguideline
management I I I trammg I I Iestablish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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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 t。

prevent large applied to
releases to the KALIMER.
environment and
regain control of
the facility

UR1.5: 1.5.1: ~-=- • --- 仁i Yes - frequency for a Yes YES A large
Am대or Calculated major release of radioactivity

•"'=‘,=- radioactivity into release isrelease of frequency of a -ι‘-«

‘、i‘.，/" the environment prevented byradioactivity major release of
화~、“、“

well below 10-6 limiting the largefrom an radioactive
per umt-year or J dose release rateinstallation of materials into

/「 // practically lower thanan INS should the environment

“ excluded by 10 6/rx-yrbe prevented 、% design.for all practical
purposes, so 1.5.2:

/§:‘ 1 \

Yes demonstrat디ion Yes The preliminary
that INS in the design exposure dose
installations Calculated --「t /1 basis of the INS rate at plant siteconsequences of /
would not need 、‘---..-/ that the boundary has
relocation or releases (e.g.

x consequences of been estimated
evacuatwn i닷 /

releases are with MACCS
measures sufficient low to code. The
outside the ~\、‘ meet the exposure dose
pi，αlt site, apart

농r-Ir二C~
requirement that estimated to be

from those no evacuatIOn or lower than
genenc relocation is lOCFRlOO 없d
emergenC)’

\ /
needed outside PAG limits.

measures the plant site;
developed for temporary food
any industrial ‘ restnctions are
facility used for possible.
similar

Yes - comparable risk j Yes f‘I ‘t is 앉imated셔purpose. 1.5.3:
to other that the risk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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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 1 1 for a similar 1 I Icomparable to
~di;'id~~l and 1 1 purpose. I I Icurrent PWRs.
collective risk.

UR1.6: 11.6.1: 1 1Yes \ demonstration IYes IYes IThe multiple
An assessment IIndependence of 1 I / I "\..?f ，adeq~ate "I I Ilevels of D~D are
should be different levels t lndependence of 1ncorporated in
performed for lof DID 1 I I \ I ~he ?iffe.r~~_t_ I Ithe design,
an INS to I I ~ I i I levels of DID I I Iprotection against
demonstrate 1..--- = ~ ~ .~~ ,.. I I using I I Ianticipated
t~t'~difi~;~~t I / I~ '--“ 1 1 deterministic 1 \. I 1transients.
levels of 닷-、izr-: ? and probabilistic Assessments
defence-in-dept 1 \ 1 1'><:,. I methods. 1 J I I~ere ~I!0rm~d
h Qre met and fZ‘ ‘양작 for anticipated
are more 1 'I./'I 과 transients
independent 1 1\ 一 QJ j without scram
from each other
than for
eXlstmg
systems.

DR1.7: 11.7.1: 1 '11 ""，불 Yes 1- existence of 1Yes IYES 1To reduce human
Sqfe operation IEvidence that ‘ 념/'. 1 evidence that 1 I error in design,
of installations 1 human factors 낯흐 human factors 1 I'. I Iconstruction and
of an INS 1 (HF) are 、-......".1 ~:~~~n;t~ered I )) I~~~~~ti~~ 0_\
should be, , 1addresse~ .. . I ---,) \ -" 1 ~~~~~t~; ~ I ",F I ~~a~t~ -，~_~_~~ould
supported by Isystematically in 1~--' \ I 1 lifetim.e ()f 11 I"" Ibe addressed
an imP「OUed the plant life // plant including before plant
Human Icycle. \ the planning- , I I Idesign
Mac!‘line I . I \ I / I the I I IThese can be
Inte'1~ce 1 I 'I If I :':>~S:~~~I~~~= ， I I~ci~Pt~d-f;o~- the
resulting from ‘ the, operating- I I;~~;;i;n~~~~f
sy~t~;;;ri~ ... - I 1 I ~ζ: --- anoJ experlence o

d
PWR

application of I I I I aecommlss lOmng
humα1 factors 1 I 1 I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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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uirements to Iqw!'er:tenrs ro 1 1.7 .2:
the design, 1

constructi~n. IApplication of
operation a~d Iform머 human
decommissionin Iresponse models
g. I~<:m o~er

Iindustries or
development of
nuclear-specific
model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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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ed 1 Yes
likelihood of
human eπor

relative to
existing reactors
as predicted by
HF model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arly diagnosis
and real-time
operator aids
and less
dependence on
operators for
normal operation
and short-term
accident
management
relative to
existmg
reactors.

To reduce human
error in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lant, HF should
be addressed
before plant
design.

These can be
adopted from the
experience of
PWR.



Table 5.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reactor) (continued)

BP2: Installations of an INS shall excel in scifety and reliability by incorporating into their designs, when appropriate, increased emphasis on
inherently scife characteristics and passive systems as a part of their fundamental scifety approach

User C더teria Fin외

Requ(UiIeRI)neIlS Assessment of Final Remarks
Iodic뼈~(IN) Variables Acceptability Accep뻐(AlcLe) Limits Indicator Assessment

/

UR2.1: 2.1.1: - Stored energy J/ Yes - mnovatIve reactor Yes YES The use of
INS should Variables are design which, for metalic fuel,
strive for related to ~- most of the sodium as a
elimination or hazards: Stored /. variables listed coolant and
minimization of energy, above, is superior other design
some hazards flammability , - Flammability Yes i양t to eXIstIng provIsIOns
relative to critic머ity ， ..... designs. provide a
existing plants inventory of - Inventory of Yes

~ ..~
inherent safe

by radioactive radioactive materials characteristics
Incorporatmg materi머s’

.~- of KALIMER.
inherently scife available excess - Criticality Yes Thus, the
characteristics reactivity, and propagatJon to a
and!or passive reactivity - Available excess Yes .-/

more severe
systems, when feedback reactivity Reactivity

accident
appropnate. condition is

feed back

R작ξ
eliminated. A
large primary
pool provides a
buffer for stored
energy. This
energy IS

\
successfully

、 /J
removed to the
atmosphere. The
sodium fire
event has been
analyzed to
evalu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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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pected
frequency of
abnormal
operation and
accidents

2.1.3:
Consequences of
abnormal
operation and
accidents

structural
mtegnty.

In addition,
inventory of
radioactive
material is
minimized by
removing the
radi려 blanket in
KALIMER core.

- lower frequencies IYes
compared to
existing reactors.

The event
having a
frequency of
occurrence of
F는 10-7 is
defined as a
DBE in
KALμIMER

design. The
PSA will ensure
the expected
frequency of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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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The analyses
results for
ATWSs show
that the safety
limits for fuel ,
clad, structure ,
and coolant are
not vi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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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Confidence in
mnovatlVe
components and
approaches

Yes

67

- evidence that IYes
sufficient RD&D
has been
performed.

Most of the
inherent
reactivity
feedback
mechanisms are
physically valid.
The reactivity
models were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transients. The
design concept
of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has
been verified
with a
well-developed
computer code.
Experiments for
demonstration is
planned in the
future.



Table 5.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reactor) (continued)

RemarksFinal I Final
Assessment I Assessment
of Indicator

Acceptance
Limits (AL)

BP3: Ins따/lations of an INS shall ensure that the risk from radiation exposures to workers,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during
cα1structiorν'commissioning，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are comparable to the risk from other industrial facilities used for
similar purposes.
User I Crite밍I디j

Requ}!en;tents IIndicators (IN) IVariables- I Acceptability
(UR)

UR3.1:
INS
installations
should ensure
a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
of optimiz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through the use
of automation,
remote
mamtenance
ando야rational

experience from
existing
designs.

3.1.1:
Occupational
dose values

Yes - doses less than
defin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at health
hazards to
workers is
comparable to
that from
indusσy used for
similar purposes.

YES The regulations
on inspection and
maintenance for
current PWRs
will be applied to
KALI1\‘ER.

UR3.2:
Dose to an
individz• al
member of the
public from an
individz따lINS

3.2.1:
Public dose
values

Yes - doses less than
defin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at health
hazards to the

Yes YES The regulations
on public dose
for current PWRs
will be applied to
KAL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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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during normal
operation
should r랜ect

an 행'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
of optimization,
and for
Inσeased

flexibility in
siting may be
reduced below
levels from
existing
fac디iμlit.디ie강s.

public is
comparable to
that from
industry used for
simila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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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reactor) (continued)

BP4: The development of INS shall include associate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work to bring the knowledge of
plant characteristics and the capability 에 analytical methods used for design and scifety assessment to at least the same
confidence level as for existing plants.

User
Requirements

(UR)

UR4.1:
The safety basis
of INS
installations
should be
co때;dently

es따blished prior
to commerc띠l

deployment

Indicators
(IN)

4.1.1:
Safety concept
defined

4.1.2:
Design-related
safety
reqUIrements
specified

Variables

Criteria
I

Acceptability

Yes

Acceptance
Limits (AL)

- demonstration
that a consistent
safety basis is
defined and the
safety goals are
met.

m
n

s

h
μ
·
씨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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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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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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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Assessment
of Indicator

Yes

Final
Assessment

YES

Remarks

KALIl\‘ER is
designed
according to the
defense-in-depth
principle and the
multiple levels of
safety principle.

The following are
the most
important design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bjectives; a
simplicity in
design for the
accident
resIstance, a
passive design to
increase the
accident
mItIgatIOn
capability, a core
damage
frequency less
than 10꺼 RY , and



a large dose
release rate
probab10iliI’/yRlower
than lO'!RY.

~
4.1.3:

f
-well-documentedYes Yes The same

Clear process results including process for
for addressing

강"
sensitivity and current PWRs is

safety issues →~- 듀=l--::;‘ ←τ
uncertainty

--‘π
applicable to

analyses and address safety
independent issues for
reviews. KALIMER. This

process reqmres
the iteration
among design,
RD&D, and

낳f

safety analysis_

UR4.2: 4.2.1: / g야 Yes ~ - data availability Yes No General
Research, RD&D defined 늑딩R x~「 rj

in the region of significant
Developηlent Iand performed I I applicability , the

、
phenomena have

and Iand database I I demonstration been identified.
that all PIRT will be
phenomena are established in

of components 멘 understood, data

-•--• t L
near future and

and systems, 간‘~) uncertamtles the adequacy and
including passive quantified and applicability of
systems and described and the computer
inherent safety documented in codes will be
characteristics, related reports. assessed.
should be
performed to

μ4.2.2ιachieve a |- com마ter codes |No I~때ous models
thorough covering the and computer

reQions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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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mding qf | Computer
all relevant I':셔~~ ~’

P맺irol and I없aii따려
engzneenng Imethods
phen?m~na Id~~~i~~d and
required. Fo I~;Ui~i~ted
support the ‘

sqfeη

assessment

4.2.3:
Scaling
understood
and/or
full-scale tests
performed.

Yes

applicability
including the
quantification of
uncertainties
and sensitivities,
independent
reviews; detailed
code manuals
and a complete
documentation

- well
documented
scaling
considerations
including
uncertamty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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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s for the
assessment of
reactIvIty
feedback and
passive decay
heat removal has
been developed
and are being
refined. However,
code model
uncertainties are
not quantified
얄L

The passive
reactIvIty
feedback
mechanisms for
metal-fueled SFR
had been paπly

demonstrated in
EBR- II reactor at
ANL. However, it
has not been
validated for a
commercial size
design with a
full-scale test.
The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also has to be
validated in a
full-scale test
facility. No clear
plan for
full-scale tests is



prepared yet.

UR4.3: 4.3.1: Yes - demonstration Yes No The novelty of
A reduced-scale IDegree of

I
of the degree of KALIMER design

pilot plant or novelty of the novelty and the exists in the
large-s∞le process existence of an metalic fuel ,
demonstration appropriate passive decay
facility should be RD&D program. heat removal
built for reactors ~→;듀;;;.-~~~ - .......~

-기
system, and etc.

and/or fuel cycle / ’--"':':...=c A road-map for
processes, which required RD&D

-、“.........represent a is established.
n따jor departure
from existing

ι4.3.2 Yes Peer Review /operating No No detailed plan

experience. Level of

얀t/
about the for the

adequacy of

f
adequacy to

it//
construction and

the pilot built and operation of a
facility operate a pilot small-scale pilot

plant. plant and a
large-scale
demonstration
plant has been
well established
and it has not
peer-reviewed
yet.

I -
UR4.4: 4 .4.1: Yes - careful use of Yes A probabilistic
For the safety Use of a risk risk informed safety analysis
analysis, both informed 야、

approaches including
deterministic approach based on proven uncertamty
and probabilistic data sets. analyses will be
methods should perform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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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used, where
feasible, to
ensure that a
thorough and
SL없icient sqfeη

assessment IS

made. As the
technology
matures, "Best
Estimate (plus
Uncertainty
Analysis)"approa
ches are us핸il

to determine the
real 따zard，

especially for
limiting severe
accidents.

4 .4.2:
Uncertainties
킹ld

sensitivities
iden디fied and
appropriately
dealt with.

Yes - thorough
analysis of
uncertamtles
including
complementary
sensItiv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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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the results will
be used for a
risk-informed
decision-making
for the
improvement of
safety. A
risk-informed
approach is well
established
through PWR
expenence.

Uncertainties
involved in a
PSA can be
identified and
estimated with
methodologies
established for
PWRs.



Table 6.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Basic PIiIalcni머de e(BlPe%1)I:s &stallahOIls of an WS shall inCshOaIpllorbaeteJ enhanced de&nce-in deeapchth as a mpaanrt of cheir hlndamenLal saI때
approach and the levels of protection in defence-in-depth shall be more independent trom each other than in current installations.

C더te꺼a .... Fin a IUser Requirements Assessment Final RernaJ1(s
(UR) IndicatOls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tance of Indicator Assessment

(IN) Parameters (EP) Limits (AL)

EPl: Withstanding -Fuel

INI.I.l: earthqu와‘es
Yes fabrication

Robustness of AL1.I.l: Better facilities should
EP2: Prevention of

Design Fire Yes than existing Yes Yes be designed for
system withstanding

EP3: Prevention of
Yes

l l1? earthquakes and
for fire andexplosion

“ chemicals
1、 EPl: High degree

Yes explosion
of remotisation

ι//"
preventIOn.

EP2: Periodic and
-A higherU.RI.l: intensitive trammg Yes

of operator degree of
Robustness automaton,

EP3: Availability of ..'
remo tIsatIOn ’

INI.I.2: High operation manual
Yes

AL1.1.2: Better robotics would
quality of and emergency than existing Yes Yes reduce dose
Operation instruction manuals

~←
system received by the

EP4: Periodic "'""“ 」’
operators.

낸= mock-up to ensure -These
readiness of Yes indicators need
operators to handle to be adopted
emergenclY

J for enhancing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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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continued)

Basic PIinacnipdleme(BIPeIle):Is InstanabOIls of an WS Shan inschOIapllorbaetemoenrehanced de&IIce-in deaapchth as a mpaanrt of thet hlI]damental sa1쩌
approach and the levels of protection in defence-in-depth shall be more independent fiom each other than in current installations.

User Req띠rements
Criteria Fin a I

Assessment Firu피
Rem따ics

αJR) Indicators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tance of Indicator Assessment
(IN) ·를‘

Parameters (EP) Limits (AL)
AL1.1.3:

-、‘....~--/. Availability of

• ，~‘말 continous

IN1.1.3: " -예‘
monitoring of
radiation levels

Capability to EPl: On line Yes as well as all
Inspect monitoring system the safety Yes YES - Acceptance

f、
critical system limits of these

/、κ 녹닛l
such as indicators are

U.R1.1: / 씻 ventilaation, very useful for
/ cooling water, enhancing

Robustness -I .----/ etc. safety of Fuel

R‘1.1.4: Expected EPl: Failure ‘%

.양j
‘L서 fabrication

frequency of frequency Yes AL1.1.4:
facility

f려lures and -< 1O•4/year Yes Yes
、、

disturbances
4

R‘1.1.5: Grace EPl: Evacuation Yes AL1.1.5: 늘 one
Yes Yesperiod time when failed hour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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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continued)

Basic Principle (BPI): Installations of an INS shall incorporate enhanced defence-in depth as a part of their fimdamental safety
approach and the levels of protection in defence-in-depth shall be more independent trom each other than in current installations.

Criteria
User Req띠rements

(UR) Indicators
(IN)

~ ina ~I 뀐nat
Ii‘ essmenll

Acceptance파 I뼈icator ‘ I Assessment
Limits (AL) I

RemariG
Evaluatio
P따없neters (EP) nlAcceptability

U.R1.I:

Robustness

U.R1.2: Detection
and interception of
deviations from
normal operational
states

IN1.1.6: Inertia to
cope with
transients

IN1.2.I:
Capability of
control and
instrumentation
system and/or
inherent
characteristics to
de않ct and
intercept and/or
compensate such
deviations

EPI:

χ.;/

%、않 렌노1-

EPI:

1

Yes

Ye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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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l.1.6: The
system should
be robust to
withstand IYes
transition for
prevention of
system failure

./

AL1.2.1: The
utility enable to
control system
must define safelYes
operatIOn
condition for
every system

YES

Yes



Table 6.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continued)

Basic RiIalcnipdle e(BIPev1e)l:s InstalIahons of an RVS shall thinschorapllorbaetemoenrehanced de&IIce-in deeapchth as ampaanrt of thek &ndamental sa1승ty
approach and the levels of protection in dεfence-in-depth shall be more ind，ξpendent trom each other than in current installations.

Criteria 、 Fin와User Requirements Assessment Fiw피

Remarl‘sαJR) Indicato lS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tance of Indicator Assessment
(lN) Parameters (EP) Limits (AL)
IN1.3.1 :Calculation
frequency of EP1: Frequency of AL1.3.1:
。ccurrence of Leaks and Critical Yes -< 1O-6/year Yes Yes
design basis accident
events J ‘- '<• IJ간 -

껴t ‘ AL1.3.2.1:
EP1: Time for 30minutes for Yes Yes

IN1.3.2:Grace time Cri디cal accident Yes Critical Accident - Frequency of
and Le빼s AL1.3.2.2: 15 occurrence of

minutes for leaks Yes Yes accidents should
‘

l
l be minimized

U.R1.3: Frequency of IN1.3.3:Reliability AL1.3.3: and for this ,
occurrence of of engineered EPl:Reliability ‘ 1 Yes -< lO t/year

1、 ‘ Yes Yes reliability of
accidents safety features engineered

IN1.3.4:No. of EP1: No of AL1.3 .4 :At least
safety feature of

confinement Yes Yes Yes fuel cycle
barriers Barrier two facilities should

be enhanced.IN1.3.5:Capability
of engineered EP1: Safety AL1.3.5:Compliansafety features to Yes Yes Yes
restore INS to interlocks ce

、

controlled sate 껴f

IN1.3.6:
Sub-critical EP1:Keff value Yes AL1.2.1: -< 0.90 Yes Yes
marlH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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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continued)

B~ic P껴nacni야d me(BIPevle)I:s Installations of an WS shall minSchoarpnorbaetemoenrehainncdecdIj de&IICe-in deqapchth as a thpaanrt of met dlndamental sataty
approach and the levels of protection in defence-in- d<φ depε'ndent trom each othε'r than in current insta lLations.

User Requiremen1s
Criteria --..";;‘ Fin a I

Fi따l
Assessment ReIlUlrl\s

(UR) Indicatom EvaluationA ptab-ll.ty A c c e(pALt a n c e of Indicator Assessment
(IN) p‘獅‘.‘없.‘‘/매따 Limit“ e。

R‘1.4.1: Calculated
frequency of major ‘ 」

release of radioactive Yes AL1.4.1: ----I~

materials into the EPl: Frequency Yes YES

containment!confineme “-‘...",.,-
< 10 4/year - The frequency

U.Rl .4: Frequency of
%“l

껴
of occurrence of

release of major nt major release of
amount of INl .4.2: Natural or -,,-<'‘’

,
radioactivity

radiαzctivity to the engineered process / into the
confinement sufficient for EPl:Activity

Yes
AL1.4.2: below

Yes Yes
confinement

controlling relevant levels safety limits should be
system parameters arrived at by
and activiη levels ιt PSC.

IN1.4.3: In-plant EPl: Emergency AL1.4.3:severe accident Yes Yes Yes
management plan compliance

IN1.5.1: Calculated AL1.5.1:
frequency of major EPl :Frequency Yes Yes Yes - Major release
release < 10'b/year of radioactivity

U.R1.5: Major R‘1.5.2: Calculated AL1.5.2:
to environment

release of consequency of EPl:Dose to
Yes Yes Yes should be

radiαzctivity to release public ALARP prevented and
”‘ in particularenvzronment

IN1.5.3: Calculated AL1.5.3: as low
dose to public

individual and EPl: Calculated
Yes as reasonably Yes Yes

should be

collective risk risk achievabl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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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continued)

Basic Pdncipdlem (BPl): InstalIations of an 1NS shall inschOIapIlorbaεtemoenrehainncdeedu dε&IIce-in deeapchth as a thpaanrt of their mndamentaI saI태
approach and the levels of protection in defence-in-depth shall be more independent trom each other than in current insta1Jations.

erite꺼a 、 Fin a IUser Requiremen1s Assessment Fin외
Rεm없'ks

(UR) Indicators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AtLa)nce of Indicator Assessment
(IN) Parameters (EP) Limits

야f →~"=<o
I-...

“
-'’ gINI.6.1: -In order to

U.RI.6: Defense in Independence of EP1: Maitenance, 강9"~

Yes
enhance safety

depth different levels of area isolation and ALI.6.1:
Yes YES of fuel cycle

DID evacuatIOn compliance facilities , DID
/ should be

\/ f~ ,/
adopted

、κ

약、、 -“’ /
아f -Since quality~ ~

낸\INI.7.1: Evidence of operator is

that human ./ AL1.7.1: The related to

U.R1.7: Systematic factors(HF) are simulator frequency of

Qlapcptolir∞stion qf human addressed EP1: Human factor
Yes

training and
Yes Yes accidents and

systematically in Improvement health check-up life cycle of

the plant life should be facili ties,
cycle mandatorγ education of

operators is
very Importan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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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continued)

Basic Principle (BP2): Increased emphasis on inherent sat떠 characteristics.

User Requirements
Criteria .- τ@‘ Fin a I

Fin찌
Assessment Remarl\s

(UR) Indicaton Evaluation A mb l q A c c e(at a n c e of Indicator Assessment
(IN) P“aramet없‘‘/‘태때 Limits 니

IN2.1.1: Sample
indicators: stored EPl: Fuel

Yes AL2.1.1: _.~

’~

energy, flammability , material
criticality, inventory mventory m as per criticality Yes YES

i ‘
of radioactive each stage “-껴..，.. limits
materials 1‘1ι -껴、、 / - Incorvoration

./"
of inherent and

IN2.1.2: Expected
EPl :Abnormal AL2.1.2:

/- passive safety
U.R 2.1: frequency of

operatlOn Yes / Yes Yes into design of
Incorporation of abnormal operation

frequency < IOo/year facilities can
inherent/passive and accidents ffilmmlze
sq{ety ‘/ abnormal

IN2.1.3: / operations and
Consequences of EPl: Safe AL2.1.3: accidents such

Yes confined to the 、、 Yes Yesabnormal operations design facility
as criticality,

and accidents explosion and

x、、
fire, etc.

R‘2.1 .4: Confidence
m mnovatlve AL2.1 .4: higher

EPl:Validation Yes than existing ’‘ Yes Yescomponents and by simulation systemapproaches and experi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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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continued)

Basic Principle (BP3): Risk trom radiation exposure.

AL3.1.1:

EP1: 20mSv/a(lOOmSv Yes YES
Occupational Yes for a defined of
dose values 5 years) (ICRP-60) Yes

U.R 3.1: , I' 、훈 ---‘t / •/, -Dose limits for
Optimization of

/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IN3.I.I and 3.2.1: “-‘ /' workers and
to workers Radiation protection 、‘악- /

‘、 public should be
, " in line with

ICRP
recommendation

- s.-AL2.1.3: Yes Yes
EP1: Public Yes

‘1 mSγadose values (ICRP-60) Yes

뼈
mAn•r다

.
때

.U

없
뼈

F

ι
ι
jM

-a

‘
-”‘-n-@

뼈

)
a‘

)G

“um
•A
IL

-
따

-3u
-
.
빼

-
맹

-
야

-A·
없
-m빼

-
J
빼빼짧

Pi
Rem없성””

빼때뼈
n1

π
g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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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continued)

Basic Principle (BP4): Improving confidence in design and safety assessment

Criteria ---‘￡‘ Fin a I FinalUser Req미rements Assessment Remarks
αJR) Indicato lS EvaluationA ptab·l.q A c c e p t of Indicator Assessment

(IN) p빼하없‘，、(CιR 짜 Limπits I‘‘、(A니

EP1:
Yes AL4.1.1: Better

R‘4.1.1: Safety Deterministic and than the existing Yes YESconcept defined probabilistic
conceptapproaches ...,.,...

Ii RD&D is
l EP1:Design ‘-~

essential to
학、‘U.R4.1: Safety basis safety analysis ll1trouce

to be established with IN4.1.2: Design report prepared
AL4.1.2: /

mnovatJve
corifidence related safety and reviewed by Yes

Com빼ce /
Yes Yes features which

requirements specified expert group and would ensure
regulatory f enhanced safety.
authorities

R‘4.1.3: Clear 꺼κ AL1.4.3: review A proposed

process for EPl: Review at process by any novel

addressing safety various levels Yes independent ‘ 、 Yes Yes techniques
should be testedIssue j regulation on a lab and a

R‘4.2.1: RD&D EPl:RD&D AL1.5.1: pilot scale and
defined and data base report/published Yes Yes Yes the obtained

U.R4.2: RD&D to developed articles Compliance experience fully
achieve IN4.2.2: Computer integrated into
unders따nding of codes or analytical EP1:Computer AL1.5.2: the design of
various phenomena to methods developed code validation Yes Yes Yes the full scale
support safety and validated procedure Compliance plant.
assessment R‘4.2.3: Scaling AL1.5.3:

understood anψor full EPl: Scaling
」 Yes Yes Yes

scale tests performed effect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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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safety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continued)

B~ic Principle (BP4): InψIro따ng conδdence in design and safety assessment

User Req띠rements
C찌teria 、R Fin a I

Final
αJR) In삐CatolS Evaluation . Acce(pAtance

Assessment
Assessment Remarks

(IN) Parameters (EP) Acceptablliq Limits L) of Indicator

EPl: Intrinsic AL4.1.1:
IN4.3.1: Degree of safety, Demonstration on
novelty of the Yes pilot plant or Yes YES

U.R4.3: Pliot plant process
proliferation 'Ik experimental

or large scale ’
resistance, etc. ..‘다i facilities l

demonstration faciliη j •

to be built IN4.3.2: Level of EP1: Document
adequacy of the pilot on analysis to AL4.1.2: / - Intrinsic safety
facility show adequacy Yes Compliance / Yes Yes and proliferation

“ resistance

rL /'
concept should

‘ be adopted and
.~

" 잣L
~

evaluated for
AL4 .4.1: ‘ \ construction ofR‘4 .4.1: Use of risk EP1:Safety ~

\
informed approach repoπ

Yes Yes Yes pilot or large

"' Compliance scale facilities.
U.R4.4: Using of ~ \\
both deterministic 、、

and probabilistic EP1:Unceπaintie

methods R‘4.4.2: Uncertainties s in all AL4.4.2:
and sensitivities important Yes Yes Yes
identified parameters 10 Compliance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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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environment

Basic P끼nciple (BPI) : Acceptability of Expected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The expected (best es띠1찍te)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inno경tive nuclear energy system shall be well 씨thin the performance envelope of current nuclear
energy systems delivering similar energy products.

Criteria 、、
Final

User R體fements
AofssInesdsicmaetonrt

Final RemarksIndicators
ParEamvaeltueartsio(nEP) 려RE않t짧11

Assessment
(IN)

Acceptability

DR!.! The IN"!.!.l: Lst-‘ ’ level EP!: S많cify AL1.1.!: LSt-i < Considering
environmental of stressor stressors for all ""- Si, wh앙-e Si is the - all the stressors for
stressors from each components of the “-껴./ standard for INS components and
따t cf the INS over the

N
INS 1‘1ι stressor i

- critical stressors forcomplete life cycle ‘

should be controllable EP2: Provide values current system
to levels meeting or (or estimation when 기 l

superzor to current figures are not

//S따ndards. available) for the
( "Istressors

x
/

DR!.2 The likely IN1.2.l: Does the EPl: Identify
-_/

AL1.2.1: Yes.
adverse environmental INS reflect environmental effects ./앉;ects attributable to application of of 머I components of

~
Compare predetermined

the INS should be as ALARP to limit the INS
~-

Basic Limit (BL) &
low as reasonably environmental Basic Objective (BO)
practicable, social and effects?

’“~-::;. ::..‘-‘~---. -
vs. Stressors’ level

economic factors taken EP2: Estimate values
znto account. for the /env띠ironmen따1πtal

eff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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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environment (continued)

Basic Principle (BP2) : Fitness for Purpose
The INS shall be capable of contributing to the energy needs in the 21st centuη while making 에ficient use of non-renewable resources

User Requirements
Criteria x Final FinalAssessment Remarks(UR) Indicators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tance of Indicator Assessment

(IN) Parameters (EP) Limits (AU

UR2.1 (Consistency 1N2.1.1: Fj(t) : EP1: Specify AL2.1.1: Fj (t) >
wi바1 Resource quantity of fissile/fertile 0 θt < 100 years.

/
Availability) The INS fissile/fertile materials to be taken

~~should be able to material j available into account
contribute to the world for u똥 in the INS at ~、“
ener밍I need낱 during 、‘time t.
the 21st centuη’ without 、、 EP2: Provide
running out of time-dependent

1/!fissile/fertile material quantity profile of

fαzd other each material
non-renewable
materials, ωith account

R‘2.1.2. Qi(t) : EP1: Specify / AL2.1.2. Qi(t) >0taken of reasonably ./
expected uses of these quantity of materi려 materials to be taken γ t < 1어 years.
rr따ter따Is external to i available for use in mto account ‘/

the INS. In αidition， the the n‘S at time t. EP2: Provide
INS should make time-dependent
없"icient use of non 랜농 quantity profile of
-renewable resources. each material

r→~-

R‘2.1.3. P(t): power EP1: Provide P(t) AL2.1.3. P(t) 근

available (from both

κ-τ/
PINS(t) γt < 100

internal and
、、

years, where
external sources) PINS(t) is the
fcπ use in the INS at power required
time t. by the INS at 마ne

t.

86



R‘2.1.4. U: end uselEPl: Provide V
(net) energy
뼈ivered by the INS
per Mg of uranium
mined.

AL2.1.4. V > VO
VO maximum
achievable for a
oncethrough
PWR.

44GWhe/MgVnat i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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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environment (continued)

Basic Principle (BP2): Fitness for Purpose
The INS shall be capable of contributing to the energy needs in the 21st centuη while making ξfficient use of non-renewable resources

User Requirements
Criteria Final FinalAssessment Remarks(UR) Indicators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tance of Indicator Assessment

(IN) Parameters (EP) Limits (AU

UR2.1 (Consistency IN2.1.5. T : end EPl: Provide T AL2.1.5. T >
with Resource use (net) energy TO TO:
Availability) The INS delivered by the -~‘

、“-~
maximum T

should be able to INS per Mg of achievable with
contribute to the thorium mined. ../ -화.--...:~녹、、1 a current

상world energy needs operating
during the 21st thorium cycle.
centuTγ without IN2.1.6. Ci: end EPl: Specify AL2.1.6. Ci > Resourcerunning out of f'lfissile/fertilematerial use (net) energy limited CO CO to be intensity for

delivered per Mg nonrenewable determined on a current Europeanand other of 파nited 꽃 case specific EWP innon-renewable nonrenewable / basis. - GWh짜19materials, with “-‘ /'
account t，αken of resource

reasonably expected consumed.
성“‘uses of these

~
EP2: Provide Ci for 、、、

Copper
materials external to 168-207
the INS. In addition, the resources

1셰 π --~-:;，.~‘---.the INS should make
ifficient use of non {

X
Iron : 2.93-3.66

-renewable resources.

\\
Gravel
0.24-0.31

88



Table 7.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environment (continued)

Basic Principle (BP2) : Fitness for Purpose
The INS shall be ∞따ble of 0αltributing to the energy needs in the 21st century ωhile making 뺑:cient use of non-renewable resources

User Requirements
(UR) I Indicators

(IN)

UR2.2 (Adequate Net IIN2.2.1. T EQ :

Energy Output) The ltime required to
energy output of the Imatch the total
INS should exceed lenergy input with
the energy required lenergy output
to implement and I(yrs).
operate the INS
ωithin α1 acceptably
short period.

따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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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웰

빼

뼈
빨&

DL

-
탠

Acceptance
Limits (AL)

AL2.2.1. T EQ

< k· TL :
intended life of
INS k < 1

Final
Assessment
of Indicator

Final
Assessment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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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Basic Principle (BPI): Generation of radioactive waste in an αis shall be kept to the minimum praωcable.

Criteria Final
FinalUser Requirements Assessment ReIWllks

(UR) Indicators(IN)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ta(AncLe) Limits of Indicator Assessment
Parameters (EP)

INLLl: -Alpha-emrnitters ~
and other

r ‘ t

long-lived .,. Yes ALARP Yes YES

radio-nuclides per /" t ••

U.RLl: GWa

The INS should be R‘1.1.2: Total /~껴1 Yes ALARP Yes Yes
designed to minimize activiη per GWa
the generation of

INLL3: Mass perωaste at all stages, Yes ALARP Yes Yes
with emphasis on GWa
ωaste con따ining

IN1.l .4: Volume I '싸긋
long-lived toxic I ~ Yes ALARP Yes Yes
components that perGWa I' 、

→ι

would be mobile in a
、-1;.;.;‘-"I;;，;.~~

repository INLL5: Chemical
~‘envlronment toxic elements 4

that would
become part of Yes ALARP Yes Yes
the radioactive i
waste per GW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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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ntinued)

Basic Principle (BP2):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User Requirements
Criteria .", Fin a I

FinalAssessment Remarks
(UR) Indicato~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AtLa)ncc of Indicator Assessment

(IN) Parameters (EP) Limits
IN2.1.1: Meets
Estimated dose ;듀-“e:!‘-j regulatory
rate to an Yes standards of Yes YES
individual of the

-ζ-:::....;~

specific Member
critical RTOUP ,........’ State

~.:.:.:~← Meets I

U.R2.1: Protection of IN2.1.2:

//• /'
regulatory

human health Radiological Yes standards of Yes Yes
exposure of works specific Member

~~ --.... State
R‘2.1.3:

i야 、\
f Meets

Estimated regulatorγ

concentrations of -" Yes standards of Yes Yes
chemical toxins in specific Member
working areas State

R‘2.2.1: <~」/
Estimated releases Meets

U.R2.2: Protection of of radio-nuclides ~) regulatory

the Environment and chemic외 Yes standards of Yes Yes
toxins from waste specific Member
management State
facilities

j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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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m며oactive waste management (continued)

Basic Principle (BP3): Raψioactive \N'8 ste in an INS shall be managed in such a \N'8y that it \까11 not impose undue burdens on filture
generatlOns.

elite꺼a ‘、 Final
User Requirements Assessme Fin외 Remarks
(UR) IndicatolS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ta(AncLe) Limits nt of Assessment

(IN) Parameters (EP) Indicator

(....-
All required

~“~‘I technology is currently
~농 available or reasonably...... ‘- expected to be

IN3.1.1: Availability
ι Yes available on a

Yes YESof technology / schedule compatible
with the schedule for

、κ /션 introducing the

(‘
proposed innovative
fuel cycle

;

、녁h‘ 、
t‘씨 Any time required to

U.R3.1: IN3.1.2: Time bring the technology
required Yes to the industrial scale

Yes Yesmust be less than the

핫;;」
time specified to
achieve the end state

엇 L Resources available for
achieving the end

IN3.1.3: Availability
Yes state compatible with

of resources 되 the size and growth Yes Yes

rate of the energ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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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ntinued)

Basic Principle (BP3): Radioactive 1쩌ste in an INS shall be managed in such a way that it 1찌11 not impose undue burdens on future
gεl1crations.

User Requirements
Criteria --객 Final

Fi뻐l

(UR) Indicators EvaluationA ptab-l·tY Accepta(AncLe Limits
Assessment Assessment Remarks

(IN) P獅$태$ 、/‘l of Indicator

Meet regulatory
IN3.1.4: Safety of ------"'" standards of ‘ι

the end state
--•

Yes specific Member Yes YES

-- • State
”U.R3.1:

닫능‘

IN3.1.5: Time to /깐j’~./
As short as

Yes reasonably / Yes Yesreach the end state practicable
j

,

/IN3.2.1: Specific line
U.R3.2: item :n the cost 、 L Yes Included Yes Yes

estimate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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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ntinued)

Basic Principle (BP4): Waste Optimization

、、
User Requirements

Criteria Fin a I

(UR) Indicat0l8 Evaluation Assessment Fin외
Remarks

A c c e(pAtLa)n c e Assessment
(IN) Parameters (EP) Acceptability Limits of Indicator

/" - The scheme
1→~~~ pennits 1 ‘i

U.R4.1: Waste IN4.1.1: -"，ζ unambiguous ,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k、

Yes practical Yes YES
scheme -'" segregation and

1‘ ζ<Ir..;"""'"‘t !‘ measurement of /
、9 ..... waste ariSInII

IN4.2.1: Tinne to /;,
produce the waste 〉훈:

As short as ‘

form specified for Yes reasonably Yes Yes

the end state ‘ practicable
N ι

R‘4.2.2: Technical 、‘ .?’

indicators:e.g.,
.1 ι‘-작

|li N Yes
....- ’

U.R4.2: Pre-disposal Criticakity Yes Yes

waste management comoliance Criteria as

IN4.2.3: Heat
prescribed by

removal provisions Yes regulatorγ Yes Yesbodies of

IN4.2 .4:
x、N

specific Member

Radioactive
State

emission control Yes Yes Yes

meas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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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ntinued)

Basic Princi머e (BP4): Waste Optimization

User Requirements
Criteria 「ξι- Fin a I

Fin메Assessment Remarks
αJR) h띠icatOls Evaluation Acceptability Acceptance of Indicator Assessment

(IN) Parameters (EP) Limits (AL)

IN4.2.5: Radiation ...._--'
protection; 1 二~‘~→능; Yes Yes YES
measures -ζ- Criteria as

“- prescribed by
R‘4.2.6: “‘ regulatory 」‘

Volume/activity /" Yes
bodies of

Yes Yesreduction specific Member
measures j껴 State

IN4.2.7: Waste
t

U.R4.2: Pre-disposal / Yes / Yes Yeswaste management form

%낫、 섯

‘--“//

Complete chain
R‘4.2.8: Process X ‘

of process from
descriptions that I '싸긋 generation to
encompass the I ~、、% final end state
entire waste life Yes and sufficiently Yes Yes인잊"<

cycle
II

detailed to make

싫녹
-、“ evident the

」“ lfeasibility of all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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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proliferation resistance

、 Evalu뼈아1 scale
Indicators Evaluation Paran훌훨r w s

vw W M s vs
때p띠Pu('빠%) >93 없}경3 70-80 R• 70 <60

Isotopic
때UJU (wtOlo) >90 닮...go 20-용O 5-20 <5α)Illα훌i삐on

R‘‘UU@(p월pm1llf。r - <1 1-100 100-4OOO 4000-7000 >7000~

ial quality Mate꺼허type DIM DUM L N D
Radl하iα1 field D‘::lS8 (mSv/hr) <10 10-150 15<• 1000 1이찌-1ססOO ooסס1<

}휩at generation 뻐P마Pu (wtOlo) <0.1 0.1-1 1녁O 10-80 >80

SI1ewubn1tiaII1$l톨 ~때PuP(lWl+없24)apu) <1 1-10 10-20 20-경O >50
g빼홉ration rate
~ of an item (kg) ~ 10 100‘ 100 1α}동@ 500-1000 >1000

Ma훨꺼alqua뼈ty 애。. 야 it홉1톨 for앓 1 1녁O 10-50 핑)-100 > 100
No.아앓(빼t앙;al Stock or flow) >100 50-100 10-50 10-1 <1

U M없al
。xid빼 U

Spentfuel WasteSolution compounds

Material fonn 야mhmem1icallph핸icaJ Pu M하at
。xid빼 Pu

Spentfuel WasteSolution compounds

Thorium Metal Oxid빼 Th
Spentfuel WasteSolution cαnpo삐CIS

톨n꺼앙ur홉nt Yes N。

Nuclear훨chnol얘Y Extraction of fissile materi허 ‘ι/ Yes N。

Irradiation capability여 target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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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proliferation resistance (continued)

Evaluation scale
Indicators Evaluation Parameter w s

vw W M s vs
Kg Puor “ u 、R >2 2-1 1 - 0.5 0.5 - 0.1 < 0.1

i

Ka “ 'Uwith HEU 1 >2 2-1 1 -0.5 0.5 - 0.1 < 0.1MUF/SQ
~ccountability K!1 “ UwithLEU >2 2-1 1 - 0.5 0.5 - 0.1 < 0.1

π。n Th >2 2-1 1 -0.5 0.5 - 0.1 < 0.1
NDA measurement capability by
,inspectors i ‘

Appli‘:ability of containment measures I즈처 No Ves

매pplicability of CIS measures Applicability of surveillance measures N。 Ves

Ap미lcabllity of other monitoring systems N。 Ves
“possibility to Identify nuclear material by 」맙 !

N。 ,/ Ves
Detectability of nuclear

NDA

material Hardness of radiation signature f

'-
No reliable signature Reliable signature

N빼d for passlve/a야Ivemode Active Passive

Extent of automation -" N/A Manual N/A Partial Full
。peration automation automation

Availability of data for inspectors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Diffic띠ty to modify the Authen허cabilityof data to be provided for
N。 Ves

process
~afeguardspurpose

rrransparency of process
~←-

N。 Yes

AvecrciRessibiliw 。f material t。 Inspect。I3 f。r
N。 Yescation -도

--‘4Difficulty to modify facility r.terlfiablllty of facility design by I

떼esign Inspectors
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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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proliferation resistance (continued)

Indicators Evaluation Parameter Evaluation scale

U A
~tate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afeguards agreements pursuant to the NPT No Yes
p이icies regarding non-proliferation to f띠η” Nuclear-weapons-free zone treaties No Yes
international standards. !Comprehensive IAEA Safeguards No Yes

!agreements
!Additional protocols of IAEA agreements 、 No Yes
Export control p이icies of NM and nuclear No Yes
echnoloav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I No Yes
State or regional systems for accounting

.
No Yes

녹jiX/
and control
~erification approach with a level of No Yes

evxetrrifinicsaitciomneaaustuhroersiWagarneded t。 between the
the State

Facility/Enterprise undertakings to provide Multi-lateral ownership,management or No Yes
PR control of a NES (Multi-Iateral/Multi-National)

International dependency with regard to No Yes
rAppropriate wording should be found t。 'issi1e materials and nuclear technology \

'ormulate INPR1.3.2 with respect to Commercial, legal or institutional No Yes
providing “suppoπor fulfill" ~rrangementsthat control access to NM and

r N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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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proliferation resistance (continued)

Ev，허뻐히on scaJe
l때i양!tors Ev，리뻐엔onP훌훌1흩훨r

WI W M s vs
INP없.1.1: T뼈extent “No. of때ausi빼e <0.2 0.2-0.4 0.4-0.6 0.6-0.8 >0.8
by빠lich 엔·톨 INSis 띠si힌m뼈뼈αwered

byrr삐삐찌e bymulti찌ePR뼈빼Jres 하삐

intrinsic뼈atures urestI 하1d “No.of
찌ausi비e훌찍uisi엔m

빼반톨”

|빼1.2: 없밟b鋼찮짧야熾b홉S야 l \/l빼Ii삐el Uttle IN뼈1I.m I Gr훨t

야뼈I헤빼SCCN'맑ing 하1 뼈삐하S

띠si엔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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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proliferation resistance (continued)

Indicators Evaluation Parameter
Evaluation scale

vw W M s VS
INPR2.2.1: Castto ~um of costs I￦

N
Minimum

incorporate those intrinsic
features and extrinsic ((measures,which are
required to provide PR -~~...-‘- -“κ

‘,=-

R옥、、-
-~ - II

r TBD for Scales and Unit

Five evaluation scale are adopted ;

VW : Very Weak W: We없 M : Medium S : Strong VS : Ver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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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infrastructure

Basic FIiIlceipsluepp(BlyPo1)f: RegionaI and international a따rrmaongutemIIelanktjsngshaanll pro끼de options that enable any counσy that so \찌shes to adopt
INS for the supply of energy and related products ~thout making an excessive investment in national intrasσucturε.

User RW￡qR띠)Rments
Criteria Final

Fin찌
Indicators Evaluation Accep쩌nce Assessment Assessment Remams

(IN) Pal빼leters (맘)
Acceptabiliη Limits (AL) of Indicator

UR 1.1 (Legal and R‘1.1.1: legal EP1: completeness Yes AL1.1.1: in Yes YES -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nuclear law accordance with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 Prior established international

/
infrastructure is

4 ’‘-to deployment of an EP2: adequacy of Yes standards well organized
INS installation, the

N
nuclear law --에‘1

and experienced
legal froαnework 걷F based on
should be established EP3: use of Yes domestic PWR
covering the issues international

/ NPP operations.
of nuclear liability, legislation in the

.; ‘ - Safety and
sq{ety and radiation national nuclear law

χ radiationprotection, control of EP4: completeness Yes protectIOnoperation and and adequacy of
.-----// ,Y (긴 arrangements

security, and / safety regulations between
non-proliferation. and guidelines government and

IN1.1.2: safety EP1: independence Yes
,.

AL1.1.2: in Yes
industry are

and radiation of judgement accordance with well established.

protection *“ international
패farrangements EP2: functions of Yes standards - National

established regulatory body ‘.- regulation and

~/
guidelines cover

\
and follow all
the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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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of Activities of
regulatory body
especially for
INS is required.



Table 10.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infrastructure (continued)

Remarks

However, it is
supposed to be
adequate to
support the

Nuclear
power program
for INS is
incomplete(no
fast reactor
constructlOn
plan approvedby
government. no
fixed strategy
for closed fuel
cycle)

- Availability of
necessary
financing is not
confirmed by
the analysis of
budget
resources
(government,
industry and
operator)

YES

Yes

‘

Not applicable IAL1.2.2
adequate to
enable ROJ

Yes

1했파

"'1<,

No EPs identified

EP2: credit lines
for infrastructure
provided by
government

E val u a t i 0 nl
Par뻐leters (탠) IAcceptability

EPl: credit lines IYes
for infrastructure
provided by
industry and
operator

댄늪----.

IN1.2.2: demand
for and price of
energy products

Basic Principle (BPI): Regional and international arrangements shall provide options that enable any counσy that so 따shes to adopt
INS ror the supply of energy and r，ε1a ted produc잉 without making an excessive investment in nationa1 intrasσucture.

Criteria 、 I~ in'" IIII! ina ~I Fi없l
IAssessmentl

~. c ~ e ~.ty~ n c el바 fudi~;t;.;"' Assessment
Umi1s (AL) r' ----~. I
AL1.2.1: IYes
Sufficient to
cover the
project

UR1.2 <Economic andIIN1.2.1:
indusσial IAvailability of
infrastructure}: The Icreclit lines
industrial and
economLC
infrastructure of a
countTγ planning to
install an INS
installation should be
adeqt따te to support
the project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User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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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infrastructure (continued)

Basic PIiIlciple (BP1): Regional and international arraongutemmeanhtsngshaanll pro끼de op.tions mat enab3tlieonaanlymcjounσy that so 따'shes to adopt
D새S for the supply of energy and related products l끼thout makinJ! an excessive investment in national intrasσucture.

User Requirements
Criteria Final

Final
Indicaton Evaluation

IAjIcIcIieispa(AncLe)
Assessment Rern.arks

(UR) Acceptabiliη Assessment
(IN) P와mneten (EP) of Indicator

UR1.2 (Economic and INI 1.2.3: size of EP1: energy Yes AL1.2.3: Partly Yes YES - There is no
industrial installation system expansion matches local fixed fuel cycle
irifrastructure); The plan needs plan (or policy)
industrial and
economic EP2: size of No

,."..‘-
- The existing

infrastructure of a nuclear fuel cycle capabilities of
countη planning to N facilities (other than -、、、 domestic
install an INS NPP) industry are
installation should be well surveyed
adequate to support IN1.2 .4: support EP1: suπey of the Yes AL1.2 .4: Yes for domestic‘-

the project during infrasσucture existing capabilities "- internally or nuclear
construction and of the national externally program.
operation industry available

/ EP2: plan for Yes /
"C

〔갚
、、i

- EPl
national F EP2(pp.50)A""
partIcipation "" ./ ‘ - A

IN1.2.5: value of EP1: cost benefit Yes
、“;

AL1.2.5: Yes cost-benefit
proposed nuclear study performed by VNI>VII study is
installation (VNI) national industry 넌ιf performed by

VII = national government and
EP2: benefits of Yes infrastructure indusσyin every
nuclear program to

/
Investment planning phase ‘

government necessary to
、、 support nuclear - It needs to

installation develop
quan tJ tatlve
metho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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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infrastructure <continued)

Basic PIiIlcipsluepp(BlyPoI)f: Regional and international a1찌rrthaonugtemmaanktjsngshaanll pro끼de options that enable any COUDπy that so 따shes to adopt
INS for the supply of energy and related products Mthout making an excessive investment in national inrrasσucture.

User
Criteria 、k Final

Requirements Evaluation I.. . •.... IAc~~p~~ce Assessment Final RemarksIndicators Assessment(UR) (IN) Parameters &p) Acceptability Limits of Indicator
(AL)

URl.3 (Socio-political IN1.3.1: EPl: existence of Yes AL1.3.1: YES YES -Adequate
infrasσucture): Information to a national energy ""- Sufficient national energy./Adequate measures public policy •.~ according to

/J
policy regularly

rι1‘1ι

should be taken to

N
best revised is

achieve public EP2: Yes
、 international available.

acceptance of a communication of practice.
며lαmed INS benefits of nuclear -Favorable
installation power to the public f----......

/
results from

EP3: information
survey are

Yes being increased.
on the operation of

Jff ”/ 1 야 ‘
|、￠

nuclear facilities - An adequate

EP4: addressing of ./
communicatIOn

Yes system is well

、안
concerns raised by established to
the public

、、""-<- address public
regarding nuclear f concerns.
installations ’“~-::;. ::..‘-‘...~ --~

EP5: use of Yes
- Decision

communIcatlon ‘”
making process

/
is wellexperts to match structured in a

information to form of
audience consensus

conference
call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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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appropriate
decision-making
process

R‘1.3.2:
Participation of
public in
decision-making
process (to foster
public acceptance)

'IEP2: Acceptability
of the results

Yes

Yes

108

ALl.3.2:
Sufficient
according to
best
international
practice.

YES experts to
ordinary people

- It needs to
provide the
definition of
best
international
practlce.



Table 10.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infrastructure (continued)

Remarks

l끼shes to adopt

- The results of
domestic
surveys show a
positive trend
supporting the
nuclear program
by a majority of
the public.

- Adequate
surveys are
perfonned on
regular basis.

- Long-term
commitment of
government
covering nuclear
waste disposal
is clearly
covered in the
legal framework.

YES

YESALl .3.4:
Sufficient to
ensure there is
negligible
political or
policy risk to
the investment.

/
./

Yes

Yes

Yes

EP2: adequacy of
쁘rvey

EP3: acceptable
result of survey

삿|받l

‘\

Basic Princi미e (BPI): Regional and international arrangements shall provide options that enable any country that so
INS for the supply of energy and related products 따thout making an excessive investment in national infIasσucture

I C비‘eria ‘ IF ina II
User Requiremen1s! , l l !‘ c'o ~""'~ .... …‘-‘I Fi없l

(UR) I짧C椰 I~a짧e앓 짧p; o n|Accepabi빠 Iti짧짧)n eel강빠빠II Assessment

UR1.3 (Socia-politic외 IIN1.3.3: IEP1: confirmation IYes IAL1.3.3: IYES
linfrastructure): ILong-tenn· lof long-tenn I ISufficient to
어dequate measures Icommitment Icomrnitment by I lenable ROJ.
should be taken to I hrovernment ~ I ".,..

achieve public I~T~ ~ L ~ • •• I
~~끼〓 π ~ ~+ π IIN1.3 .4: Public IEPt: surveys
뼈nnegms |accepmn야 of I때out public
installatioπ Inude따 pow하 lacc~Ptan

I lperfonned on
regular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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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infrastructure (continued)

BRVaSsicb Prdmnceipsluepp(IByPoI)f: Regional and international a1찌rrtahongutcInIICmIlktjsngshaanll prolide options mat enable any country that SO 따'shes to adopt
energy and related products without making an excessive investment in national inδasσucture.

Criteria 、 Final
User RneqJR띠)Rmenis Assessment Final RemaooIndicators Evaluation Acceptability IAjmccietspa(AncLe) of Indicator Assessment

(IN) Parameters (EP)

UR1.4 (Infrastructure IN1.4.1: EPl: educational Yes AL1.4.1: YES YES - Adequate,
of human resources): availability of and training system

‘.~-
Sufficient well-established

The necessarγ human human resources for m킹lpower according to

/
domestic

resources should be needed in NP ~ ‘，，-‘~..:..:、、‘ international educational
available to enable an

χ
projects expenence system,

operatzng znstltutlOn including
to maintain a safety EP2: professional Yes

/ /
regional and

culture to achieve perspectives in the

j ;1

international
S때e operation of the nuclear power arrangements
INS installation The sector (e.g. , INTEC,
operating

/
、II ，，~ / 야c: ANET, WNU,

organization should etc.) is
have enough

EP3: capacity to Yes ../
available.

knowledge of the
plant to be an accept the additional - At present,
intelligent customer

낸노노
load of nuclear

야、，. professional
and should keep a power programme

conditionsand
stable cadre of perspectIves are
trained stqff.

IN1.4.2: evidence EPl: management Yes AL1.4.2: YES attractive

that safety culture system presence of compared with

prevails measurement, / periodic safety general

assessment and
‘、

revIew industry.

Improvement mechanism,
covenng The
technical management
infrastructure system for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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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reas.

assessment and
Improvement IS
well established
and shows
favorable
results.



l찌'shes to adoptl

Remarl<s

A quantitative
method should
be developed to
determine the
benefits of INS

- The
improvement of
qualification
skills provided
by industry is
being achieved
in domestic
nuclear
program.

In connection
with Sec. 2.5.1.
EP2. a
governmental
study should be
available.

YES

Fin외 i Fin외Assessment II Assessmentof Indicator ’Acceptance
Limits (A니

AL1.4.3: benefit IYes
greater than
costs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required
expertise

Acceptabiliη

Yes

Yes

EP2: study on
governmental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User Requirements
(UR) Indicators I Evaluation

(IN) I P:와뻐letelS (EP)

UR1.4 <Infrastructure IIN1.4.3: benefit to\EPl: skills
of human resources): Isociety of the INS limprovement of
깐1e necessaη human I Ihuman resources
resources shοuld be I ’" Iprovided by
available to enable an I ’\ lindustry
operating institution
to maintain a sι(ety

culture to achieve
safe operation of the
INS installation. The
operating
organization should
have enough
knoωledge of the
plant to be an
intelligent customer
and should keep a
stable cadre of
trained sαiff.

Table 10. User requirements and criteria related to infrastructure (continued)

Basic Princi미e (BPI): Regional and international arrangemεnts shall provide options that enable any country that so
INS for the supply of energy and rela ted products ，찌thout making an excessive investment in national infi'asσuctur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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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

가. 평가방법론 개선접 도출

(1) 경제성 분야

INPRO에서 제시된 경제성분야 평가방법론은 대부분 기존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방법론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성 평가 사 실제로 평가가 가능한

경계조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FRO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러 회원국이 자국의 조건에 맞게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평가방법론의 엄밀함과 함께 실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INS시스템의 도입은 직접적인 경제효과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진， 환경의 개선， 폐기물의 발생 둥과 같은 다양한 외부경제 혹은

외부불경제 효과가 수반된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평가하는 방법론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안전성 분야

장기적인 도입을 목표로 하는 원자로 설계는 대부분 원형로나 실증로를 통한

검증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안전성 관련 사용차 요건 4.3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IN)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펼요가 있다.

핵주기시설 분야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잘 정라되어 였다.

(3) 환경성 분야

수행방법에서 LCA 수행의 기본원칙은 투입되고 산출되는 모든 물질의

직 접 영향과 이 과정에서 비롯되는(associated) 간접 영 향까지를 망라하는 개념 이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할 때， 모든 물질을 망라하는 것은 이상적인

사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렵기 때문에 ISO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석

대상에 따라 질량 혹은 부피 둥을 기준으로 절단기준(cut-off criteria)을 정해 그

범위에 드는 물질들과 여기에 더해 탈락예정 물질들 중에서 환경법규가 정한

특정폐기물이나 환경독성물질 등을 다시 추가해 대상물질 목록을 완성한다. 여기서

두 번째 목록작성 기준이 INPRO의 환경성평가에서 MFA와 중복될 소지가 았다.

따라서 LCA만을 통해 환경성 평가를 해도 정확성과 신뢰성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스뱀의 환경영향은 가동 초기 안정 상태에 도달하기 전과 안정적인

평형상태에 도달한 이후 투입되는 물량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다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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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이상적인 분석이며 현실적으로는 시스템의 수명기간을

60년으로 보면 평형상태 시스랩 가동 벼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한

분석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환경성 평가를 위해 쓰이는 입력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가상의 reference plant를 만들고 이 시스템에 투입/산출되는 물질과 에너지

정보를 경험이 많은 원자력 선진국들로 부터 수집하여 개도국들이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었다. 이는 향후 INFRO를 개도국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유발요인이 될 것이다.

(4)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한 총체적 평가방법론은 체계적으로 잘 정랴되어

있다. 그러나 여건상 핵연료주기의 제반 단계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 다른 분야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경우， 서로 다른 나라에서 관련규정도 다른 상황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을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핵비확산성 분야

핵비확산성(핵확산저항성) 평가를 위한 기본 골격은 IAEA가 주관하고，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수행한 지난 3년간의 DUPle case study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핵확산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술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 핵확산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수립 (예， 핵물질의 특성， 핵물질 안전조치의 적용성 평가 등)

- 초기 개발단계에 있는 INS의 핵확산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술적인 상세 특성자료의 확보 및 예측방안

- 기술적인 평가에 덧붙여 국가별 핵확산저항성 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

(예， extrinsic measures 평가를 위한 state' s commitment 등의 평가를 위 한

지침 개발)

- 핵확산 barrier의 중복성 (multiplicity) 및 건전성 (robustness)의 평가를 위하여

요구되는 INS의 전용전략(diversion scenario) 분석 필요

경제적인 핵확산저항성 확보 가능성 평가를 위한 INS의 핵확산저항성 경제성

분석

- 각각의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핵확산저항성 평가를

위한 평가결과의 종합방안(aggregation of evaluation results)

- 핵확산저항성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표시방안(presentation of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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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안내서에 이러한 기술적 보완사항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기술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향후 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의

확립을 위해서 이러한 보완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여러 종류의 미래원자력시스템에 개발된 핵확산저항성

평가방법론을 시범 적용하여 봄으로써 달성될 수 었을 것이다.

(6) 인프라 분야

인프라 평가는 기존의 실적 및 상황에 끈거한 평가가 아니라， 인프라를

처음으로 구축하고자 하논 국가를 대상으로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펼요한

실행지침 사항들을 점검·검토하여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언프라

평가에서 도출되어지는 대부분의 지침사항들은 이들의 수행 완수 정도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판단되어지며， 사용안내서에서 인프라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평가 파라메터들에 대한 논리적 적합성 동도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일하게 설정된 가본원칙 1CBPl)은 어떤 국가가 INS 도입을 위하여 국가

인프라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나 국제 인프라 체겨l 의

역할이 중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INS를 도입하여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착수하고자 하는 국가를 주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인프라 평가에서 설정한 대부분의 허용한계들은 이들 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지역이나 국제 인프라 체계 및 국제기관의 자문 협력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INS의 도입 또는 개발을 통하여 기존의 국가 원자력개발

프로그램을 유지·수행하려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인프라 체계의 구축 정도 및 기술 수준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이나 국제

인프라의 도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원칙에서는 적용대상국가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역이나 국제

인프라 체계를 언급하지 않고， 또한 단순한 INS 도입만이 아니라 유지 및 확대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이를 통하여 인프라 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 적용 목적 및

적정 인프라 구축 방식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

(1) 경제성 분야

경제성 분야 평가에 대한 사용안내서에서 에너지-전력 시나리오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시나리오 구성은 경제성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평가에도 주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체제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요 입력자료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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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 혹은 범위가 수록되어 있는 이른바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제공한다면 평가에 도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 요건 UR1.4에서 INS의 유연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으며

허용한계 AL1.4.1에서는 판단기준이 반대로 제시되어 있어 수정이 펼요하다.

2장(경계조건)에서는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부 설명은 3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등 안내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할 펼요가 있을 것을 판단된다.

(2) 안전성 분야

원자로의 안전성 분야에서 사용자요건 UR4.3과 지표 IN4.3.1 , IN4.3.2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요건에서는 pilot 시설이나 실증 시설의 건설을 명시한 반면，

지표에서는 새로운 현상의 정의와 연구계획 수립，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핵주기시설의 안전성 분야에서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PUREX process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선진핵연료주기기술 중 습식관련

기술은 전혀 소개되 지 않고 았으며 pyroprocess의 경 우에도 기술만 간략하게

소개되었을 뿐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용 안내는 전무한 상태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핵엄계， 화학적 독성 둥에 관한 기본 안내서 작성이 요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핵연료주기 방향이 pyroprocess기술 개발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된 범위 내에서 안전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환경성 분야

아직까지 환경성 평가 분야 사용설명서는 방법론을 설명한 수준이지， 평가절차를

설명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LeA의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하는 데 그쳤고， MFA의 경우는 사용사례들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INPRO와 같은 혁신적 원자로에 사용될 물질들이나 매출되는

핵종들에 대한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DB)를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경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용안내서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 프로그램，

표준 DB, 분석사례， 사용자 교육 등 많은 부분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파EA의 개발의지가 실현되어야 하고， 이후 개발자 그룹과

잠재 사용자그룹 간 개발방향과 사용자 요구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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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성 폐가물 관리 분야

사용안내서는 우리나라의 비순환 핵연료주기와 INS에서의 폐쇄핵연료주기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기준과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은 규정상 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 두 범주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INS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장반감기 핵종들에 대한 향후

처분을 포함한 관리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 또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6) 인프라 분야

(5) 핵비확산성 분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개발 중인 사용안내서 개발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므로

본 연구개발의 평가결파에서 지적된 사항이 사용안내서 개발 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한국의 INS 예비평가

전체적으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허용 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이나 국제

인프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의 경험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정량적이고 적절한 평가가 어렵고， 이에 따라 지역이나 국제 인프라의

역할 증대 및 국제기관 자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험미보유국가들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수행

지침에 대한 보다 충분한 사례나 설명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익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절 요약 및 결론

가. 원자로/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전략 및 시나리오

소륨냉각， 금속핵연료사용 고속로인 KALIMER와 건식 재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PWR/KALIMER 연계 폐쇄핵연료주기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INS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2030년경에 KALIMER를 도입하는 원자로/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연

구를 수행하였다. 시나라오 연구결과는 KALIMER의 도입을 통하여 국내 경수로 사

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량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며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MA의 양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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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RO 공동연구 참가국별로 제시한 원자로/핵연료주기 가술개발 전략 및

시나라오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다양한 전력 수요 증가 전망과 함께 고속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의 성숙도에서 큰 차어를 보이고 있다. 소륨냉각

고속로(SFR)， 선진 습식 (MOX핵연료)/건식(금속핵연료) 재처리가 주 INS

개념으로서， 원형로/설증로는 2020년경， 상용로는 2030년 (2020년 -2035년) 전후로

도입목표시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INS 개발 목표는 공통적으로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인화성 및 핵비확산성으로서 현재 차세대 원자로 개발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INS를 개발하가 위한 R&D 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원자로 분야에서는 고증식비， 핵연료의 고연소도， 마이나

액티나이드(MA) 감소를， 핵연료주가 분야에서는 재순환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량

감소를 각각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INS 예비평가

사나라오 연구 수행 결과를 기초로 INFRO 평가방법론과 사용안내서를 사용하여

INS 예비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평가방법론의 개선 · 보안점도 도출하였

다.

초기개발단계인 국내 INS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비용이나 가격 추정에 많은 불확

실성 개업이 예상되며 적절한 가정과 자료 제공 시 국내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KALIMER 원자로 설계 개념 및 핵연료주기시설은 모두 INFRO 평가방

법론에서 제시된 안전원칙을 모두 만족하였다.

국내 방사성 폐기물 관리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원전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정보

수립이 펼요하며， 국내 평가시 TRU폐기물의 고/저준위 폐기물로 분류하는 데에 어

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INS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적절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속로와 관련 핵연료주기 관련 규제기관의 기능의 추가적 정립이 필요하며， INS

개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원자력 개발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2. INS 예비평가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

가. 평가방법론 개선점 도출

경제성 분야 평가에서는 평가자 조건에 맞는 평가방법론의 엄밀함과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보강 및 외부경제효과(에너지 안보의 증진， 환경 개선， 폐기물 발생

등)에 대한 평가방법론 제시가 필요하다.

원자로의 안전성 관련하여 일부 사용자 요건(UR)의 보완 및 만족 여부를 평가하

기 위한 지표들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책연료주기 시설에 관한 안전성 분석

평가방법론은 비교적 잘 채시되어 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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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분야 평가에서는 가초적으로 LCA와 MFA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선뢰펠만한 데이터의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성평가의

개념이 시스템의 운전상태(까꽁초기 혹은 안정운전)와 압지지역익 뜸성 둥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매우 상세한 시스템 특성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망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여건상 핵연료주가의 제반 단계를 수용할 수

없는 나라들이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공유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의 보완이

필요하다.

핵확산저항성(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은 우리나라 주도로 두 번의 DUPle Case

study를 통하여 평가 방법론을 개선하여 왔으며. 일부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러시아가 주도하여 사용자안내서에 이를 반영하여 보완， 개발 중에 았다.

인프라 분야에서의 기본원칙(BP)은 국가 인프라 구축에서의 지역이나 국제 인프

라 체계의 역할이 중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 적용 목적 빛 적정 인프라 구축 방식의 확대가 요구되어진다.

나.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

R‘WRO에서 제시된 경제성분야 평가방법론은 대부분 기존의 경제성평가와

관련하여 널랴 활용되고 있는 기법들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INPRO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러 회원국이 자국의 조건에 맞게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평가방법론의 염밀함과 함께 실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논의가 펼요할 것이다.

KALIMER 원자로 설계처럼 원형로나 실증로를 통한 검증 수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안전성 관련 사용자 요건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항목들의 구체적인 제시와 관련 부분의 사용안내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평가 사용안내서는 우라늄 핵연료 변환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요건의 추가 정의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선진 핵연료주기기술 등에 대한 정랴 기술이 필요하다.

LCA와 MFA 수행에 있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사례들은 다소 범용성을 띤

것들로 R애PRO라는 혁신성과 원자력이라는 국지성을 가진 전과정 언벤토리 DB를

특별히 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원전을 많이 갖고

있는 냐라에서도， 자체 원자력에 대한 가초자료가 부족한 경우 제안 모형에서

추구하는 분석의 신뢰성과 재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역무와 같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추가로 경주되어야만 한다.

핵비확산성 분야의 사용안내서에서는보다 적절한 허용한계(AL) 선정 및 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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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정량화가 힘든 평가항목 (예 State' s commitment. Robustness of

barrier)의 허용한계 설정이 펼요하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개발경험 미보유국가들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수행 지침에 대한 보다 충분한 사례나 설명이 주어지고，

원자력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익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INS 예비평가를 통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INFRO 평가방법론은

분야별 평가항목의 갚이 및 양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평가자의 다양한 기술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적용방법 및 지침， 평가도구의 사용 예에 관한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평가항목의 정량화， 평가항목의 종합 및 가중인자 사용법，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술 작성 등. INS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는 방법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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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가중치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

(%)

。 INFRO

평가방법론을

사용한 INS
예비평가

- INPRO jS를 위 한
[KALIMER(고속로)+ KALIMER/PWR

- 국내 현안인한국의 원자로/
연계 폐해핵연료주기]로 구성하는 INS

사용후핵연료 의핵연료주기 전략
개념 설정

저장처분량 감소화맞 시나리오 작성
- INS 도입을 위한 국내 원자로/

60 lao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간 원자로/
핵연료주기 전략 수립 및 시나리오

시나리오 연구핵연료주기 개발
작성 (INPRO 공동연구의 national - -““ 수행특성 확인
scenario study)

- jS 참가국의 원자로/핵연료주기

개발g1 성이J:l1 .ll!.원 ‘예，
f

시나리오연구 및
- 6개 분야별로 INS 예비평가 / 포괄적인 INSINS 예비평가 및
- 공동연구OS) 보고서(안) 작성

평가로 jS 결과에jS 보고서 작성

/ 기여

국내 기술 수준。평가방법론 및

-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

작、
및 환경에 근거한사용안내서 개선점

분야별 INS도출 ·경제성 분야

평가방법론 및- 경제성 분야 ·안전성 분야
사용안내서 개선점- 안전성 분야

·환경성 분야 40 lao
덮~- 환경성 분야

• 방사성 펴|기물 관리 분야 ::0:. .1 1- 방사성 폐기물
~ ‘

- 핵비확산성~ .해비확산성 분야

‘-
~I~ ←-./관리 분야

분야 평가기술은- 핵비확산성 분야 • 인표라 분야
한국이 주도인끄라 분야

/총계 5) \c 100 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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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o INS 예비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애 대한

개선·보완점들은 INPRO 평가방법론 개선을 위한 주요 입력으로서 활용될

계획이다.

O 본 과제에서 수행한 원자로/핵연료주가 시나리오 연구(national scenario study)

결과는 향후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수립 국내 최적핵연료주기

전략 연구 및 KALIMER 핵변환로 개념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o INFRO 공동연구의 INS 평가작업 수행으로 안전성을 비롯한 6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언 평가방법에 대한 knowhow릅 국내 축적하는 데에 기여하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원자로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향후 시스템 선정평가기술 제고에 가여할 수 있다.

o INS 평가를 통하여 향후 개발되어지는 KALIMER 시스랩에 대한 타당성

평가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얀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에 펼요한 R&D

항목 도출에 대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o INPRO 공동연구의 INS 평가활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도구의 확보 및 이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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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O 라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INPRO와 마국이 주도하고 있는 GIF는 같은 사가에

착수된 서로 유사한 사업으로서 21세기 세계 원자력 R&D 및 산업의 향방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즉 차세대 INS( 혁신원자력시스템)로서 어떤 유형의

시스템이 개발되고 검증되며 설용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o 현재 개발 중인 INPRO 평가방법론은 새로 도입될 INS의 개발， 검증， 설용화

배치 및 도입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술개발자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자와 개발도상국 모두가 INFRO 평가방법론을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o INS 예비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에 대한

개선·보완점들은 INPRO 평가방법론 개선을 위한 주요 압력으로서 활용될

계획이다.

O 본 과제에서 수행한 원자로/핵연료주기 시나라오 연구(national scenario study)

결과는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및 핵연료주가 전략 연구， 국내

핵변환로 개념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o INFRO 공동연구의 INS 평가작업에의 참여를 통해 국내에서 중접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성 평가는 물론 경제 환경 핵비확산과 인프라 관련 부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knowhow 축적이 가능하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원자로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향후 시스템

선정이나 해외수출 추진에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O 특히， INFRO 공동연구에서 수행하는 INS 평가를 통하여 향후 개발되어지는

KALIMER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평가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에 펼요한 R&D 항목 도출에 대한 능력도 제고할 수

있다.

o INPRO 공동연구의 D‘S 평가활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도구의 확보， 및 이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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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o INFRO 공동연구에서 국가별 INS 평가는 참가국별로 평가방법론을 적용한

평가를 통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그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라한

공동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개선·보완점을 도출하였고 이와 함께 국내

평가기술 수준 파악 및 점검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본다.

O 우리나라가 설정한 INS 개념에서 대상 원자로인 KALIMER는 개념정립

단계이며 핵연료주기는 그 기술개발 전략이 확고히 정립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 분야별로 국내 가용 자료 및 기술 수준에 기초하여

INS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R애S 예비평가는 공동연구 참가국으로서

평가자의 가술 수준에 따른 평가방법론 적용성 검토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본다.

O 충분하지 못한 연구과제 기간(8개월)내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INFRO

공동연구와 관련된 본 연구과제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o INFRO 공동연구에서 국제공동 INS 평가작업과 R&D 도출이 추가 수행될

계획으로서， 우리나라의 계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본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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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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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IAEA가 주관하는 INPRO 국제공동연구 계획에 의하여 국내 고속로

시λ 템 예비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요 수행내용은 INPRO 평가방법론을 사용한 국내

INS 여l 비펑가， 평가방법론 및 사용안내서 개선점 도출로서 연구 결과는

국제공동연구에 기여될 것이다. KAERI가 개발 즈o 인 KALIMER(소륨냉각，

금속핵연료 사용 고속로)를 원자로로， PWR(CANDU 포함)IKALIMER 연계

폐쇄핵연료주기로 구성되는 INS 개념을 대상으로 2030년경에 KALIMER를

도입하는 원자로/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연구를 수행한 결과， K.ALIMER의 도입을

통하여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량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언 마이나 액티나이드의 양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나리오 연구 수행 결과를 기초로 INPRO 평가방법론과 사용안내서를

사용하여 6개 분야별로 INS 예비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깨 평가방법론의

개선 • 보안점도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INPRO 평가방법론은 분야별 평가항목의

깊이 및 양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평가자의 다양한 기술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적용방법 및 지침， 평가도구의 사용 여l 에 관한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평가항목의 정량화， 평가항목의 종합 및 가중인자 사용법，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술 작성 등， INS 평가 결과의 종합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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